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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레이크 플래시드 올림픽 점핑 콤플렉스의 새로운 스카이 플라이어 

짚라인 공개 발표 

 

새로운 짚라인 및 최근 완공된 스카이라이드 곤돌라로 레이크 플래시드의 아름다운 경관 

관람 가능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레이크 플래시드(Lake Placid) 올림픽 스키 점핑 

콤플렉스(Olympic Ski Jumping Complex)의 새로운 스카이 플라이어 

짚라인(Sky Flyer Zipline)의 개장을 발표했습니다. 짚라인은 올림픽 콤플렉스에서 연중 

내내 운영되는 최신 명소이며, 최근에 완성된 스카이라이드 곤돌라(Skyride Gondola)와 

함께 애디론댁의 놀라운 아름다움을 탐험하고 활공하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스카이 플라이어 짚라인은 내일 7월 17일에 첫 번째 운영을 개시하며, 10월 중순까지 

여름에는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운영하고, 나머지 가을에는 주말에 운영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카이 플라이어 짚라인은 레이크 플래시드 

올림픽 점핑 콤플렉스의 새로 추가된 가장 흥미로운 요소이며, 겨울에 활동하는 

운동선수뿐 아니라 뉴욕과 북동부에서 여름을 즐기기 위해 레이크 플래시드에 오는 수천 

가구를 위해 콤플렉스를 현대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부입니다. 우리의 노력은 

콤플렉스를 연중 내내 즐거움과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하는 장소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더 

많은 여름 방문객을 유치하고 지역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스카이 플라이어 짚라인은 모든 연령대의 방문객들에게 흥미롭고 스릴 넘치는 

명소입니다. 방문객들은 이륙 경사로 옆에 위치한 70피트 타워에서 앉은 자세로 

비행하며 탑승할 수 있습니다. 30도 경사로 올림픽 랜딩 힐과 평행하게 솟아오르며, 

탑승객들은 올림픽 스키 점퍼(Olympic Ski Jumper)의 짜릿함을 경험합니다. 700피트의 

하강은 착륙 데크의 베이스 롯지 근처에서 우아하게 마무리됩니다.  

  

올림픽 지역 개발청(Olympic Regional Development Authority, ORDA)의 Mike Pratt 

청장 겸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림픽 점핑 콤플렉스를 연중 방문할 장소로 

바꾸게 되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국제 대회와 훈련을 주최하는 것 외에도, 고객들은 

이제 선수들과 같은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완성된 스카이라이드 곤돌라는 방문객들을 언덕길 위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올림픽 점핑 타워로 안내합니다. 그곳에서 유리로 둘러싸인 엘리베이터를 타고 120m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0b9cb0e1-571d881a-0b9e49d4-000babd9f8b3-7d7e06b25f19a330&q=1&e=f94cab39-69ff-428f-8182-0ad0d4bdfb96&u=https://lakeplacidolympicsites.com/todo/sky-flyer-zipline/


 

 

타워 꼭대기로 올라가 전망대에서 전경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랜딩 힐 전체를 

내려다 볼 수 있는 외부 전망대가 있으며, 선수들이 출발 직전에 마주하는 멋진 광경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곤돌라는 여름 시즌의 나머지 기간 동안 매일 열립니다. 

  

스카이 플라이어 집라인 및 레이크 플래시드 올림픽 현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s://lakeplacidolympicsites.com/todo/sky-flyer-zipline/를 방문하십시오. 

 

올림픽 스키 점핑 콤플렉스 시설은 모든 고객이 안면 가리개를 착용할 것을 요구하고, 각 

곤돌라 내 수용 인원 제한, 실내 좌석 감소 등 모든 뉴욕주 절차를 따르고 수용 인원을 

감소하여 운영합니다.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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