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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뉴욕시민들이 3 월에 내린 폭설 후 겨울 스포츠와 레크리에이션을
즐길 것을 격려

뉴욕의 산장과 리조트에 갓 내린 눈으로 모든 연령대의 스키어와 스노우보더들이
이용 가능
벨에어(Belleayre), 고어(Gore), 화이트페이스 (Whiteface) 리조트는 M.A.X. 패스
프로그램에 가입하여 전국의 여행자들이 뉴욕의 스키 코스를 즐기기를 환영
주지사, 뉴욕 시민들에게 토요일에 시작하는 제 22 회 연간 메이플 축제를 즐길 것을 알림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주민과 방문객들이 업스테이트 뉴욕에 내린 폭설로
42 인치에 달하는 적설로 덮인 뉴욕의 세계적 수준의 공원, 스노우모빌 코스, 스키 리조트
및 야외 풍경들을 이번 주말에 찾아줄 것을 격려하였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주 정부
소유의 스키 리조트인 벨에어 스키 리조트(Belleayre Ski Resort), 고어 마운틴(Gore
Mountain) 및 화이트페이스 마운틴(Whiteface Mountain)에서 멀티 알파인 입장권
패스(Multi Alpine Experience Pass, M.A.X. Pass) 프로그램에 가입하여 미국과 캐나다의
더 많은 스키어와 스노우보더들이 뉴욕의 스키 코스를 즐기는 것을 환영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수많은 스키 리조트의 본고장이며 수천
개의 코스가 스노우모빌, 스노우슈잉 등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이번에 내린 폭설로
하여 주 전역에 많게는 3 피트의 적설량을 가져다주었습니다. 이런 시원한 날씨에
뉴욕주의 겨울 레크리에이션을 즐기기에는 이보다 알맞은 때가 없습니다. 저는 모두가
뉴욕에서 최고의 식품과 음료를 즐기면서 세계 수준의 스키장을 경험해보시고 주 내의
커뮤니티 곳곳에서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 활동들을 찾아보기를 격려합니다.”
뉴욕에는 주 정부 소유의 3 개 리조트를 포함하여 전국에서 제일 많은 51 개의 리조트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화이트페이스 마운틴에는 40 인치 이상의 눈이 쌓였고, 벨에어에는
36 인치, 고어 마운틴은 29 인치의 눈이 쌓였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주 내 기타 스키 리조트도 비슷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캐츠킬(Catskills), 헌터
마운틴(Hunter Mountain)에는 43 인치의 눈이 내렸고 윈덤 마운틴(Windham Mountain)
리조트에서는 30 인치의 눈이 쌓인 후 46 개의 스키 코스를 오픈하였습니다. 노스
카운티(North Country), 말론(Malone)에 있는 티투스 마운틴(Titus Mountain)에는 이번주
50 인치의 눈이 내렸고 38 개의 코스를 오픈하였습니다. 센트럴 뉴욕의 송 마운틴(Song
Mountain)과 토겐버그 마운틴(Toggenburg Mountain)에는 각각 30 인치 이상의 폭설이
내렸지만 그릭 피크 마운틴 리조트(Greek Peak Mountain Resort)는 28 인치 적설량을
보였습니다. 웨스턴 뉴욕에 있는 브리스틀 마운틴(Bristol Mountain)과 홀리데이
밸리(Holiday Valley)에는 각각 20 인치가량의 눈이 내렸습니다.
M.A.X. 패스 프로그램
Cuomo 주지사는 벨에어 스키 리조트, 코어 마운틴 및 화이트페이스 마운틴의 멀티
알파인 입장권 패스(M.A.X. Pass) 프로그램 가입도 발표하였습니다. M.A.X. 패스는
스키어와 스노우보더가 북아메리카에서 40 개 이상의 산에 입장할 수 있게 합니다.
Intrawest, Powdr Corps 및 Boyne 사에서 전국의 스키 방문객들의 방문을 격려하기
위하여 창설한 프로그램은 패스 소유자가 44 개의 참여 리조트를 5 일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시기에 방문하여
북아메리카의 독특한 산맥과 다양하고 놀라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게 합니다. M.A.X.
패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www.belleayre.com,
www.goremountain.com 및 www.whiteface.com.
크로스컨트리 스키와 스노우슈잉
주민과 방문객들은 뉴욕주립공원(New York State Parks)과 유적지들을 찾아서 갓 내린
눈으로 쌓인 겨울 풍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뉴욕 전역에는 2,000 마일이 넘는
크로스컨트리 스키와 스노우슈잉 코스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여가
가능하며 방문객들은 사전에 전화하여 확인할 것을 권장합니다.
주립공원 직원이 추천하는 겨울 레크리에이션과 코스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크로스컨트리 스키어와 스노우보더들은 3 월 18 일과 19 일에 열리는 캠프
산타노니의 겨울 주말 이벤트에서 겨울 레크리에이션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날은 주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C)에서
애디론댁(Adirondacks)에 있는 유적지를 대중에게 개방하고 캠프 산타노니 겨울
주말(Camp Santanoni Winter Weekend) 이벤트를 개최하여 레크리에이션을 즐길
기회를 제공하는 마지막 주말입니다.
이번 주에 이 지역에 3 피트의 눈이 쌓여 DEC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이 방문객을 위하여
수동으로 코스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와 날씨는 스키, 스노우슈잉 및 야외
활동에 최적으로 될 것입니다. 애디론댁의 이 훌륭한 유적지인 캠프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은 입구의 산장 단지에서 출발하여 기존의 마차길을 따라 스키 혹은 스노우슈로

5 마일 이동 후 메인 산장 단지에 이르게 됩니다. 이 코스에서는 반드시 스키 혹은
스노우슈를 착용해야 합니다. 입구의 산장에서 무료 스노우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스노우모빌링
뉴욕은 스노우모빌링의 본거지로서 10,500 마일에 달하는 코스를 갖고 있으며 지역에
있는 230 개 이상의 스노우모빌 클럽에서 코스 정리와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포츠담
주립대학(State University at Potsdam)이 2011 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 주의
스노모빌 커뮤니티로부터 대략 8 억 6,800 만 달러의 총 경제 효과를 창출한다고 합니다.
스노우모빌링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타 주의 스노우보빌러 온라인 예약 및 기타 사항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 스노우모빌 코스의 최신 지도는 www.nysnowmobiler.com 을 방문하시거나
근처의 스노우모빌 클럽에 연락하여 최신 정보를 받아보십시오.
제 22 회 연간 메이플 주간 축제
슬로프와 코스를 떠나 뉴욕의 22 회 연간 메이플 주간(Maple Weekends) 축제가 3 월
18 인 이번 토요일에 시작합니다. 주 전역의 170 개의 메이플 농장에서 투어와 팬케이크
조식을 제공하고 맛있는 메이플 제품을 판매하며 시럽 제조 과정을 시연합니다. 투어와
시식이 있은 후 승마와 마차 타기, 스노우슈잉 및 가이드 산책과 같은 농장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메이플 주간 이벤트 목록은 www.MapleWeekend.com 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겨울 여행은 2015 년 방문객들이 130 억 달러 소비하면서 뉴욕주 총 관광산업의 21%를
차지하였습니다. 뉴욕주의 겨울 관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iloveny.com/winter 및 I
LOVE NEW YORK 무료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iTunes 및 Google Play 앱
스토어 또는 www.iloveny.com/mobile 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CEO 및 커미셔너 Howard
Zemsky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에 눈이 오면 모든 사람이 우리 세계 수준의 스키
센터에서 가족 친화형 공원과 명승지까지 스키와 스노우보드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뉴욕시민과 방문자들이 주 전역에 있는 수많은 겨울 운동과 명승지에서 즐길
곳을 찾아 떠나시길 권장합니다.”
DEC 커미셔너 Basil Seggos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은 방문자들과 그들의
가족 및 친구들이 애디론댁과 캐츠킬의 절경에서 즐길 수 있는 겨울 야외
레크리에이션을 위한 완벽한 조건을 갖춘 매우 좋은 기회입니다. 이런 이벤트는 Cuomo
주지사와 DEC 가 지역 커뮤니티와 함께 뉴욕주의 놀라운 자연경관을 보여주며 관광업과
경제 활동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의 일부입니다. 겨울 주말의 인기 상승으로 많은
방문객을 북부 지역에 새로 유치하였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이번 주말에 모두 야외로
나와 이런 겨울 운동과 경치를 즐길 기회를 가지시기를 권장합니다.”

공원, 레크리에이션 및 유적 보존 사무국 커미셔너 Rose Harvey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겨울 날씨가 귀하의 주립공원 혹은 유적지 방문을 막게 놔두지 마십시오. 연중 내내 가족
친화적인 활동을 제공하는 이곳들은 눈이 쌓였을 때 독특한 방식으로 야외 경치를 즐길
놀라움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뉴욕주 스노우모빌협회 (New York State Snowmobile Association) 상무이사
Dominic Jacangelo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늦게 찾아온 겨울 폭풍이 많은
이들에게 불편을 끼친 동시에 뉴욕주가 제공하는 최고의 겨울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완벽한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업스테이트 뉴욕으로 떠나서 나이아가라(Niagara)로부터
플래츠버그(Plattsburgh)까지 재오픈한 수천 마일의 스노우모빌 코스를 즐기십시오. 늦게
찾아온 적설이 많은 코스의 여러 지역에 30 인치 이상의 새 눈을 내려 완벽한 조건을
마련했습니다.”
뉴욕 스키협회 (Ski Association of New York) 회장 Scott Brandi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주 내린 폭설 외에 일부 지역에는 주말에 더 내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우리는 모든 스키어와 스노우보더가 50 개가 넘는 스키 리조트에서 새로 내린 눈을
즐기는 것을 환영합니다. 롱아일랜드 교외의 전철역 지역으로부터 2 시간 거리에서
뉴욕의 스키 구역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 주말에 짧은 운전으로 슬로프를 찾아
스키를 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올림픽 지역개발청(ORDA) 청장/CEO 및 고어 마운틴 총지배인 Mike Pratt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뉴욕에 M.A.X. 패스를 적용하게 되어 기쁩니다. 이것은 벨에어,
고어, 화이트페이스를 찾아 뉴욕주에서의 스키를 즐겨보지 못한 겨울 스포츠 마니아들을
소개할 훌륭한 기회입니다. 우리는 버몬트(Vermont), 뉴햄프셔(New Hampshire),
매사추세츠(Massachusetts), 메인(Maine) 및 캐나다로부터 새로운 방문객들이 찾아올
것을 생각하니 기쁩니다. 이 프로그램은 스키어와 스노우보더들에게 우리 세 리조트를
찾아올 꽤 많은 선택사항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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