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8년 11월 15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2018-19년 알파인 스키 및 노르딕 스키 시즌 시작 발표  

  

11월 17일 토요일에 개장하는 벨레어 마운틴(Belleayre Mountain), 고어 마운틴(Gore 

Mountain), 화이트페이스 마운틴(Whiteface Mountain) 스키장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2018-19년 알파인 스키 및 노르딕 스키 시즌이 

시작된다고 발표했습니다. (1) 하이마운트의 벨레어 마운틴 스키 리조트(Belleayre 

Mountain Ski Resort), (2) 노스 크릭의 고어 마운틴(Gore Mountain), (3) 윌밍턴의 

화이트페이스 마운틴(Whiteface Mountain) 등의 스키장이 모두 11월 17일 토요일에 

문을 열 예정입니다. 노드딕 스키어들은 또한 고어(Gore)의 노르딕 센터(Nordic Center) 

및 레이크 플래시드의 마운트 밴 호벤버그(Mt. Van Hoevenberg)의 토요일 스키장 

개장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방문객 수백만 명을 겨우내 유인하는 

세계적인 수준의 야외 레크리에이션 활동의 본거지임이 대단히 자랑스럽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가 제공하는, 뉴욕주 전 지역의 50 곳이 넘는 세계적인 수준의 스키 

리조트를 모든 분이 방문하여 즐기시기를 권합니다.”  

  

올림픽 지역 개발청(Olympic Regional Development Authority, ORDA)이 운영하는 3 

곳의 리조트 모두 지난 주말부터 인공적으로 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토요일의 

스키장 개장을 준비하기 위해 밤낮으로 눈을 만들어 왔습니다.  

  

벨레어(Belleayre)는 디어 런 트레일(Deer Run Trail)과 디어 런 익스텐션(Deer Run 

Extension)이라는 두 개의 트레일과 함께 개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 트레일은 지난해 

12월에 문을 연 캐츠킬 지역의 최신 곤돌라인 캐츠킬 썬더(Catskill Thunder)와 함께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어(Gore)는 쇼케이스 트레일(Showcase Trail) 및 베어 컵 런 트레일(Bear Cub Run 

Trail) 등과 같은 트레일의 문을 열 계획을 갖추고, 곤돌라 및 컨베이어 리프트에서 진입할 

수 있는 다양한 트레일을 개방할 예정입니다. 이 리조트의 노르딕 트레일들은 또한 유서 

https://www.belleayre.com/


 

 

깊은 노스 크릭 스키 보울(North Creek Ski Bowl)에서 크로스 컨트리 스키용으로 

트레일의 2 킬로미터 구간을 개방할 예정입니다.  

  

화이트페이스(Whiteface)는 엑셀시어 트레일(Excelsior Trail), 서밋 익스프레스 

트레일(Summit Express Trail), 어퍼 밸리 트레일(Upper Valley Trail) 그리고 곤돌라가 

운행하는 폭스 트레일(Fox Trail) 등과 함께 운영될 예정입니다. 화이트페이스 

마운틴(Whiteface Mountain)의 초보자용 스키 트레일인 믹싱 보울(Mixing Bowl)도 

개방됩니다. 화이트페이스(Whiteface)는 또한 새롭게 리모델링한 롯지 및 클라우드스핀 

바 앤 그릴(Cloudspin Bar & Grill)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마운트 밴 호벤버그(Mt. Van Hoevenberg)는 유명한 올림픽 노르딕 트레일(Olympic 

Nordic Trail)을 최대 5 킬로미터까지 개방할 예정입니다. 토요일에 마운트 밴 

호벤버그(Mt. Van Hoevenberg)가 전례없이 빠르게 개장합니다. 이 센터는 올림픽 지역 

개발청 스노우팩토리 시스템(ORDA Snowfactory System) 덕분에 부분적으로 개장할 수 

있습니다. 마운트 밴 호벤버그(Mt. Van Hoevenberg)는 화씨 60 도 만큼 높은 기온에서 

눈을 만들 수 있는 최첨단 인공 눈 제조기를 보유한 유일한 북미의 리조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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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장 겸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직원들이 각 스키 리조트에서 끊임없이 눈을 

만들면서 처리하기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각 리조트는 여러 건의 자본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비수기에도 상당히 바빴습니다. 프로젝트들은 모두 우리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 산을 연중 내내 방문할 수 있는 관광지로 만드는 것을 돕게 

설계되었습니다.”  

  

이번 비수기에 뉴욕주와 올림픽 지역 개발청(ORDA)은 화이트페이스(Whiteface)의 자본 

개선에 1,2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리조트의 베어 덴 롯지(Bear Den Lodge) 및 

스키장에 대한 개조 공사가 최종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리조트의 수많은 겨울 스포츠 

프로그램의 본거지가 될 이 롯지의 부속 건물에는 연회, 결혼식, 콘퍼런스 등을 위해 연중 

내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확장하면서 최대 100 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바와 레스토랑이 포함됩니다. 베어 덴(Bear Den) 스키장에는 또한 스키를 처음 접하는 

초보 스키어에게 적합한 새로운 컨베이어 리프트 2 대가 설치됩니다.  

  

화이트페이스(Whiteface)는 또한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며 효율성이 높은 인공 눈 제조기 

여러 대를 구입한 후, 직원들이 스키 시즌에 보다 일찍 더 많은 트레일을 개방하고 그 

어느 때보다 신속하게 주변 지형을 넓힐 수 있도록 주요 트레일에 설치했습니다.  

  

고어 마운틴(Gore Mountain)은 또한 과거 어느 때보다 눈이 많이 내리는 스키 시즌을 

리조트에 조성하기 위해 눈을 만드는 시스템을 정비했습니다. 새로운 배관 및 

펌프장으로 수도 펌핑 용량을 최대 42 퍼센트까지 증가시키면서, 300 대가 넘는 새로운 

https://www.whiteface.com/mountain/dining-whiteface
https://www.whiteface.com/mountain/dining-whiteface
https://www.whiteface.com/facilities/mt-van-hoevenberg
https://www.whiteface.com/side-trax/whiteface-mountain-upgrades
https://www.whiteface.com/side-trax/whiteface-mountain-upgrades
https://www.goremountain.com/mountain/about-us/mountain-improvements


 

 

인공 눈 제조기를 스키장에 추가했습니다. 이로써 고어(Gore)는 더 많은 트레일을 더 

일찍 개방하고 주변 지형을 더욱 신속하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고어(Gore)는 또한 태너리 펍 앤 레스토랑(Tannery Pub & Restaurant)의 크기를 두 배로 

늘리기 위해 기존의 롯지를 이층으로 만드는 공사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이 공간은 최대 350 명까지 수용할 수 있으며, 연회, 결혼식, 콘퍼런스 등을 위해 

연중 내내 운영하는 시설을 제공합니다. 이 추가된 건물의 일층에는 어린이를 위해 시즌 

내내 인기 있는 마운틴 어드벤처 프로그램(Mountain Adventure program)을 운영하고, 

계절에 따라 운영되는 개인 물품 보관함을 갖춘 새로운 본부가 자리잡습니다.  

  

벨레어 마운틴 스키 리조트(Belleayre Mountain Ski Resort)는 새로운 점프대, 새로운 

경사로, 레일, 상자, 파이프 등이 포함되는 에어리어 51(Area 51) 및 에어리어 15(Area 

15) 지형 공원을 확장했습니다. 또한 오버룩 베이스 롯지(Overlook Base Lodge) 데크의 

공사도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 리조트는 공기 압축기를 임대할 필요성뿐만 아니라 눈 

만드는 비용도 줄이기 위해, 에너지를 보다 적게 사용하며 효율성이 더욱 높은 인공 눈 

제조기를 스키장에 지속적으로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 트레일과 리프트에 관한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신 상태를 

확인하시려면 www.belleayre.com, www.goremountain.com 및 www.whiteface.com을 

방문하십시오.  

  

뉴욕주 전 지역의 스키 및 기타 겨울 활동에 관한 정보는 www.iloveny.com/winter 및 

www.iskiny.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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