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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컨벤션컨벤션컨벤션컨벤션 센터를센터를센터를센터를 위한위한위한위한 계획계획계획계획 승인승인승인승인  

 

Albany Capital Center는는는는 157개의개의개의개의 영구적영구적영구적영구적 일자리와일자리와일자리와일자리와 114개의개의개의개의 건설건설건설건설 일자리를일자리를일자리를일자리를 창출할창출할창출할창출할 것입니다것입니다것입니다것입니다 

 

건설은건설은건설은건설은 2014년년년년 6월에월에월에월에 시작시작시작시작 예정예정예정예정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다음 2년에 걸쳐 157개의 영구적 일자리와 114개의 건설 일자리를 

창출할 82,000 평방피트 공간인 Albany Capital Center를 위한 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Albany Capital 

Center는 다운타운 Albany의 DeWitt Clinton Hotel, Times Union Center 및 Empire State Plaza 사이의 

긴요한 링크로 기능할 것입니다. 1.3 에이커 부지의 공사는 다음 6월에 개시될 예정입니다. 

 

“Albany 다운타운의 새 컨벤션 센터를 위한 계획은 10여년 동안 지역사회의 꿈이었는데 본인은 

그것이 마침내 현실이 될 것이라고 발표하게 되어 기쁩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지역의 새 컨벤션 센터를 위한 비전이 여러 해 동안 만들어져 왔지만 오늘 그것은 민간 부문과 

협력하는 기능적 정부의 지원으로 실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신규 주정부 예산이 요구되지 않는 

이 프로젝트는 Albany 다운타운을 재활성화하기 위해 1억 6000만 달러 투자를 생성하고 절실히 

필요한 수 백개의 새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새 Albany Capital Center가 완공되면 주도 지역을 

주요 행사 및 컨퍼런스를 위한 최고 목적지로 변모시켜 방문자들을 끌어모으고 지역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정된 주 예산은 이 컨벤션 센터의 개발을 뒷받침하는 데 아직 사용되지 않은 원래의 7500만 달러 

주 전용금에 대한 잔여 자금을 계속 제공합니다. 거의 6300만 달러가 남았기 때문에 주지사는 

Albany Convention Center Authority와 지역 정부 이해관계자들에게 다음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도록 도전하였습니다: 

• 추가 주 예산은 전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개발을 위한 마지막 기회가 될 것입니다 

• 동일한 법정 목표를 달성할 축소된 올바른 규모의 대안을 추진 

• 시, 카운티 및 Convention Center Authority의 리더들이 대안을 지지해야 합니다 

•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재정 및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Empire State Plaza Convention Center, 

Times Union Center 및 대체 컨벤션 센터 시설 사이의 물리적 및 프로그램적 연계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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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뿐만 아니라 컨벤션센터청이 최초 제안된 장소를 위해 축적한 토지는 일반서비스실(OGS)에 

양도되고 OGS와 Empire State Development(ESD)가 관리하는 제안 요청 절차를 통해 지역 상업 

납세층을 확대하고 일자리 및 기회를 창출할 목적에 적합한 개발을 위해 사용되도록 할 것입니다. 

 

Eagle가와 Howard가의 코너에 위치한 Albany Capital Center는 북부 뉴욕주에서 대부분의 회의 

공간을 수용하고 250개 공간의 3층 주차장 건물도 수용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총 비용은 

6650만 달러이며 추가적 주 보조금은 요구되지 않을 것입니다. Capital Center는 년 210만 달러의 

안정적 수입을 올리고 년 재정 혜택이 900,000 달러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안에는 컨벤션 센터, DeWitt Clinton, Empire State Plaza 및 지역 최대의 옥내 장소인 Times Union 

Center를 연결하는 링크의 역할을 할 보행자 전용 통로가 포함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안은 

Albany Capital Center 단독으로 제공하는 회의 공간을 거의 배가하고 북부 뉴욕주의 다른 컨벤션 

센터 크기의 3배가 되는 회의 공간을 만들 것입니다. 

 

Albany Capital Center의 1층에는 Eagle Street쪽에 6300 평방피트의 행사전 공간인 Porte Cochare, 

25,000 평방피트의 다목적실과 행정 및 창고 공간도 만들 것입니다. 2층에는 9,700 평방피트의 

행사전 공간, 9,000 평방피트의 회의실들, 10,000 평방피트의 Junior Ballroom 및 3,500 평방피트의 

행사전 공간 주방이 들어설 것입니다. 

 

상원의원 Neil Breslin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본인은 주도 지역에 세계적 수준의 컨퍼런스와 

신규 투자 및 일자리를 가져올 새 시설인 Albany Capital Convention Center를 승인하신 Cuomo 

지사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이것은 뉴욕주 주도를 위해 타당하며 납세자들을 위해 비용 효과적인 

스마트하게 잘 수립된 계획입니다. 오늘의 발표는 Albany를 위해  희소식이며 우리 다운타운 

동네의 경제적 성장 및 투자의 새 시대를 개막하는 약속입니다.” 

 

하원의원 John T. McDonald III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지금은 Albany시와 주도 지역을 위해 

흥분되고 혁신적인 시기입니다. Albany Convention Center Authority(ACCA)의 멤버로서 본인은 이 

안이 지역 니즈를 생산적 방식으로 충족하고 앞으로 오랫동안 미래의 이익, 관광 및 기회로 이끌 

것으로 믿습니다. 본인은 Cuomo 주지사, Jerry Jennings 시장, Albany 카운티 집행관 Daniel McCoy, 

ACCA 의장 Gavin Donohue와 ACCA 이사회에 있는 본인의 동료들의 노고와 노력에 찬사를 

보냅니다.” 

 

Jerry Jennings 시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것은 Albany시를 위해 희소식입니다. 다년간 

우리는 컨벤션 센터 건립을 의논해 왔는데 오늘 그 꿈이 현실이 되는 길에 들어섰습니다. 본인은 이 

프로젝트가 발생하도록 하고 이 계획을 승인하신 Cuomo 지사의 지도력에 찬사를 보냅니다. 새 

시설은 다운타운을 재활성화하고 우리 도시에 신규 비즈니스, 일자리 및 투자를 몰고 올 

것입니다.” 

 

Albany Convention Center Authority의 의장인 Gavin Donohue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Cuo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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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께서 Albany Capital Center 건립 계획을 승인한 것은 Albany와 전체 주도 지역을 위한 

희소식입니다. 이 시설은 Albany 다운타운을 변혁하고 도시를 주요 행사 및 컨퍼런스를 개최하기 

위한 더욱 강력한 자석으로 확립시킬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승인으로 이 오래 기다려온 

프로젝트가 마침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지사의 승인에 감사합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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