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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일요일의일요일의일요일의일요일의 화이트화이트화이트화이트 페이스와페이스와페이스와페이스와 고어고어고어고어 산산산산 개장을개장을개장을개장을 발표발표발표발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2014-15 스키와 보딩 시즌이 고어와 화이트 페이스 산에서 이번 주말에 

시작될 것이라 발표했습니다. 뉴욕 North Creek에 위치한 고어 산과 뉴욕 Wilmington에 위치한 

화이트페이스 산은 11월 16일 일요일에 개장할 것입니다.  

 

“뉴욕은 동북 지역 전체에서 최고의 스키, 스노우 보드 슬로프 및 시설을 가진 곳입니다.”라고 

Cuomo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스키 혹은 스노우 보드의 전문가이든 항상 시도해 보고 

싶었던 사람이든 지금은 밖으로 나와 뉴욕이 제공하는 것을 경험할 시간입니다. 고어와 화이트 

페이스 산이 2014-15 시즌을 공식적으로 시작함에 따라, 저는 모든 뉴요커들이 우리 주의 세계 

수준의 산으로 여행을 계획하길 바랍니다.” 

 

고어는 11월 12일 수요일부터 제설 작업을 시작하였으며 2 마일에 다다르는 스키 및 라이딩 

서비스가 되는 고속 노스우드 곤돌라와 함께, 손님들은 Foxlair, Sunway, Quicksilver, 3B와 

Jamboree에서 기본 지역까지 결합된 경로를 찾아야 합니다. 일부 지형 공원 요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화이트 페이스에서 제설 작업은 11월 7일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와 자연 

강설량과의 조합은 적어도 3개의 노선이 일요일의 스키와 보드를 위해 열리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화이트 페이스 산은 100개의 저 에너지 고 효율 제설기100개의 저 에너지 고효율 제설기를 이번 

시즌에 추가하고, Upper Valley와 Wilmington 중간 산책로를 모두 확장했습니다. 또한, 기본 별장의 

야외 티켓 부스는 Mixing Bowl 트레일, Cloudsplitter 곤돌라 또는 Facelift 쿼드 의자에 직접 닿을 수 

있는 변경 지역과 새로운 사물함을 위해 제거되었습니다. 새로운 공간은 40에서 50명의 추가 

스키어와 라이더를 수용합니다.  

 

고어는 현재 “ Adirondack Express II”의 새로운 고속 쿼드의 건설을 완료하는 중입니다. 스키어와 

보더들은 새로운 타워 제설기와 제설 효율, 2개의 새로운 정리된 트랙터와 4개의 신선한 습지를 

포함하여 트레일 지도에서 개선을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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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어에서 리프트 티켓을 구입하면, 방문자는 티켓 창구에서 두 개의 상하지 않는 식품에 

기부함으로써 이미 할인된 시즌 초반 가격으로 20 달러까지 할인을 두 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푸드 뱅크를 지원하는 이 기부를 계산하면, 일요일 가격은 성인 기준 37 달러, 청소년 및 노인 25 

달러, 어린이 12달러입니다. 

 

화이트 페이스의 리프트 티켓은 성인 40 달러, 청소년 및 노인 35 달러, 어린이 30 달러입니다. 이번 

주말 이후, 두 곳의 리조트는 일요일 오후 4시에 폐장하고 11월 22일 토요일에 재 개장합니다. 전일 

운영은 11월 28일 금요일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뉴욕 Highmount의 Belleayre에서의 운영은 11월 28일부터 조건과 날씨가 맞을 경우 시작될 

것입니다.  

 

이번 겨울에 뉴욕 주 올림픽 지역 개발국 (ORDA)가 운영하는 3개의 리조트는 그들의 트레이드 

마크인 초보부터 병렬 스키 프로그램과 함께 새로운 겨울 애호가들을 유치하도록 선도할 

것입니다. 참가자들이 3일 동안 산의 정상에서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프로그램은 169 달러에 

스키를 배우는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스포츠에 입문하는 13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자신감과 순발력에 관한 

것입니다. 교육과 짧은 스키의 조합은 초보자들이 눈에서 시작부터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며 

곧바로 즐거운 경험을 위한 자신감을 갖게 합니다.  

 

초보부터 병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www.nyski3.com 또는 

ORDA의 산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www.whitefacelakeplacid.com, www.goremountain.com,  

www.belleay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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