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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BUFFALO BILLS 홈홈홈홈 경기경기경기경기 개막식개막식개막식개막식 전전전전 앞서앞서앞서앞서 단장된단장된단장된단장된 RALPH WILSON STADIUM 개장식에개장식에개장식에개장식에 

참석참석참석참석 

 

1억억억억 3천만달러를천만달러를천만달러를천만달러를 들여들여들여들여 팬들이팬들이팬들이팬들이 개막전에서개막전에서개막전에서개막전에서 즐길즐길즐길즐길 수수수수 있도록있도록있도록있도록 적시에적시에적시에적시에 완공된완공된완공된완공된 새롭게새롭게새롭게새롭게 단장된단장된단장된단장된 Bills Stadium  

 

주지사는주지사는주지사는주지사는 Buffalo, 팬과팬과팬과팬과 Bills 선수단과선수단과선수단과선수단과 함께함께함께함께 Ralph Wilson의의의의 유산과유산과유산과유산과 헌신을헌신을헌신을헌신을 기념하는기념하는기념하는기념하는 자리를자리를자리를자리를 가졌음가졌음가졌음가졌음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Miami Dolphins를 상대로 한 Buffalo Bills 홈 경기 개막식에 앞서 

새롭게 단장한 Ralph Wilson Stadium 개장 리본 절단식에 참석하기 위해 Buffalo로 이동했습니다. 새 

단장을 위해 쏟아 부은 1억3천만달러에는 새 비디오 디스플레이 보드, West End 플라자에서는 

새로운 팀 매장과 향상된 게이트 입구와 개조 및 확장된 경기장이 포함됩니다.  

 

Cuomo 주지사는 “오늘 새로 단장된 Ralph Wilson Stadium을 개장함으로써 Buffalo Bills에 대해 멋진 

한 주의 추억은 끝내고 일요일에 Chicago가 월등한 승리를 거두고 화요일자 뉴스에 Terry와 Kim 

Pegula가 팀 구단주가 되어 Bills 팀이 Western New York에 속한 곳에 있게 한다는 소식으로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 년 전 뉴욕주, Bills, 그리고 이 카운티는 Bills가 이곳 Buffalo에 그대로 있게 

하고 팬들을 위해 이 Ralph 경기장을 단장하게 하는 획기적인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보수공사가 완공된 것을 발표하고 이제 Bills 팀이 우리와 함께 있게 된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50년 이상 Buffalo와 Bills를 믿고 경기장에 대한 이러한 개선을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이곳 Western New York에 팀을 유지하기 위해 합의에 도달할 수 있게 해준 

Ralph Wilson의 유산을 기념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2012년 Cuomo 주지사, Buffalo Bills 및 Erie 카운티가 서명한 이 합의안은 Ralph Wilson Stadium 

업그레이드에 대하여 1억 3천만달러를 필요로 했습니다. Bills가 기부한 비용은 2,500만달러였고, 

뉴욕주는 5,400만달러와 프로젝트를 지원했으며, 카운티는 4,100만달러를 제공했습니다. 이 

공사는 시간과 예산에 맞추어 완공되었습니다.  

 

부주지사 Robert Duffy는 “시즌의 문을 여는 2가지 큰 승리가 있는데 하나는 Pegula가 팀 구단주가 

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첫 경기에서 승리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Western New York 시민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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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가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는 경제적, 정서적 요인이 된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경제 개발을 위한 

Cuomo 주지사의 전략이 이 지역에 새로운 기업과 일자리를 유치함에 따라 Bills의 미래도 이 지역에 

걸쳐 똑 같은 방식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팬과 주민들은 이제 Bills와 Western New York 

시민 모두에 대한 자부심과 희망이라는 산정할 수 없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Buffalo Bills의 구단주 겸 CEO인 Russ Brandon은 “이 믿을 수 없는 Ralph Wilson Stadium의 개선은 

Wilson씨의 훌륭한 비전, Andrew Cuomo 주지사, Erie 카운티 행정관 Mark Poloncarz와 관계자, 

Populous의 전문지식, 그리고 수 많은 다른 사람들과 LP Ciminelli 그룹의 노력이 하나로 어우러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ills 조직의 모든 팀원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이 모든 기관에 감사를 

표합니다. 경기 당일의 경험을 리그에서 최고의 팬들을 위한 최고의 추억 중 하나로 만들기 위해 

보수공사 기간 동안 증축된 팬 친화적인 모든 시설에 대하여 기쁘게 생각합니다.” 

 

Erie 카운티 행정관 Mark Poloncarz는 “오늘 Erie 에리 카운티 주민들과 적시에 예산에 맞추어 

이러한 보수 공사를 완공하기 위해 노력과 헌신을 아끼지 않은 특히 노동자, 기술자 및 관계자들을 

대신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노력은 높이 

평가되고 있으며, 올 시즌뿐만 아니라 수 년 후에도 이 게이트를 지나는 수천여 명의 팬들의 마음 

속에 기억될 것입니다. 새로 보수된 Ralph Wilson Stadium은 모두를 위한 더 개선된 팬 친화적인 

기능을 제공하고, Wilson 씨를 기리는 역사적인 최첨단 유산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 프로젝트에 

헌신하고 Erie 카운티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한 Bills와 New York State 관계자들께도 감사를 

표합니다.” 

 

완공된완공된완공된완공된 경기장의경기장의경기장의경기장의 업그레이드는업그레이드는업그레이드는업그레이드는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습니다같습니다같습니다같습니다:  

입구 게이트를 거리 바깥으로 밀어 경기장 벽 외부에 훨씬 더 큰 외부 광장을 마련함으로써 

라이브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습니다. 6개의 새 “슈퍼 게이트”에 대기줄이 추가되었고 

각 게이트에는 경기 전 하이라이트를 보여주는 비디오 보드가 설치됩니다.  

8,500평방 피트의 대형 Bills 스토어는 유리 외관과 경기장의 대표적인 형상을 이루는 대형 

Bills 로고 스코어 보드 뒤에 개장됩니다. 상점은 경기가 있는 날에는 경기장에서 갈 수 

있으며 경기가 없는 날에는 외부에서 진입이 가능합니다.  

 현재 점수 판은 거의 같은 크기로 유지됩니다, 그러나 비디오 화면은 현재보다 약 60피트 

넓어질 것입니다. 또렷한 사진을 만드는 데 새로운 기술이 사용되었습니다.  

그 점수 판 앞에 앉는 팬들을 위해 뒤를 돌아보지 않을 수 있도록 두 개의 작은 비디오 

스코어 보드가 설치될 것입니다.  

다른 변화로는 새로운 Bills 테마의 음식과 음료가 준비된 East End 라운지, 무선 기능을 

확장하기 위한 광범위한 재배 프로젝트, Delaware North을 위한 새로운 매점 건물, 로어 

보울 광장의 “freshening up”, 더 많은 다양성을 위한 매장의 재건축 및 22% 이상 화장실 

공간 확충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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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젝트는 안전 업그레이드를 포함하는 다른 변화의 리스트를 가지고, 장애인 법 및 

인프라의 수리에 대한 미국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사 Populous 수석 원장 겸 전 Bills 라인배커였던 Scott Radecic은 “Ralph Wilson Stadium의 

보수공사는 경기장 내에서 팬의 동선과 그들이 마주하는 경험 등에 초점을 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Ralph Wilson Stadium에 입장한 팬들은 경기장에 들어오는 즉시 Bills의 새로운 장을 

여는 팬 중심의 활력 넘치는 경험을 제공하는 새 비디오 보드, 경기장 서쪽에 설치된 완전한 플라자 

풍경, 중앙홀 업그레이드 및 새로운 팀 매장 등 보수공사가 끼친 영향을 눈치채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팀에게도 흥미로운 경험을 주며 이 보수공사는 흥분과 추진력을 상승시켜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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