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년 10월 10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메츠(METS)가 국제 리그 시러큐스 칩스(SYRACUSE CHIEFS)를 

매입할 것을 발표  

  

메츠(METS), 시러큐스에서 최소 2025년까지 AAA 마이너리그 야구 프랜차이즈 운영 

합의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고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이 지역의 종합 전략인 “센트럴 뉴욕 

성장(Central NY Rising)” 계획을 보완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 메츠(New York Mets)가 시러큐스 

칩스(Syracuse Chiefs) 프랜차이즈 권리를 구입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Cuomo 주지사의 협상 지원을 받은 이번 거래는 팀이 최소 2025년까지 뉴욕 시러큐스의 

NBT Bank Stadium에서 경기를 계속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Cuomo 주지사는 거래가 

가능하도록 팀의 화합을 도왔습니다. 칩스(Chiefs)는 인터내셔널 리그에서 뛰고 있으며, 

현재 워싱턴 내셔널즈(Washington Nationals) 소속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파트너십은 새로운 팬과 기존 팬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향후 수년간 시러큐스 지역사회의 경제 성장을 지원할 

것입니다. 바로 여기 센트럴 뉴욕에서 미래 세대의 위대한 인물들이 키워지는 동안 

칩스(Chiefs)가 그들의 홈그라운드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홈런을 친 것과 같은 큰 

경사입니다.”  

  

Jeff Wilpon 메츠(Mets) CO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메츠(Mets)는 센트럴 뉴욕의 

트리플 A 베이스볼 리그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파트너십을 

지지해 주시고 리더십을 보여 주신 Cuomo 주지사님, Schumer 상원의원 및 Joanie 

Mahoney 오논다가 카운티 행정책임자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선수들과 함께 시러큐스 

야구 팬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오락거리를 계속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고대합니다.”  

  



 

 

이번 거래는 센트럴 뉴욕의 주주들의 커뮤니티 베이스볼 클럽(Community Baseball 

Club), 프로 야구계, 경기장 임대 계약을 맺은 오논다가 카운티의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곧 유효 주주는 제안된 거래에 대한 세부 사항과 2017년 11월 17일까지 위임 

투표를 하는 방법에 관한 지시 사항을 우편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오논다가 카운티의 Joanie Mahoney 카운티 행정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은 업스테이트 뉴욕의 지지자이십니다. 메츠(Mets)를 시러큐스로 유치하기 

위해 노력해 주신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야구는 센트럴 뉴욕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의 자긍심의 원천이자 경제 엔진이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주지사님의 헌신과 리더십 

덕분에 이번 합의가 가능했습니다.”  

  

Bob Julian 뉴욕 커뮤니티 베이스볼 클럽(Community Baseball Club of Central New 

York Inc.)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러큐스 야구 역사에 있어 고무적인 시기입니다. 

베이스볼 클럽의 매각 이익은 놀라운 수준입니다. 이번 매각은 우리 주주들에게 투자로 

인한 매력적인 수익을 가져다 줄 것이며, 최소 8년간 시러큐스에 프로 야구팀이 

남아있도록 할 것입니다. 지역사회에 투자해 주신 메츠(Mets)에 감사드립니다.”  

 

센트럴 뉴욕 성장(Central NY Rising) 계획 가속화 

  

오늘의 발표는 강력한 경제 성장과 지역사회 발전을 만들어 내기 위한 이 지역의 종합 

청사진인 “센트럴 뉴욕 성장(Central NY Rising)” 계획을 보완합니다. 뉴욕주는 이미 

2012년부터 글로벌 시장 기회의 활용, 기업가 정신의 강화 및 포괄적 경제 창출 등 이 

계획에 대한 준비 작업을 위해 이 지역에 약 47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오늘날 실업률은 

대공황 이전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에 이르렀으며, 개인과 기업의 소득세가 낮아지고, 

기업들은 성장하고 투자하기 위한 근거지로 시러큐스, 오스위고 및 오번 같은 곳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지역은 Cuomo 주지사가 2015년 12월에 발표한 업스테이트 활성화 

계획(Upstate Revitalization Initiative)을 통해 뉴욕주가 제공하는 5억 달러의 투자금으로 

센트럴 뉴욕 성장(Central NY Rising) 계획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5억 달러 

투자는 민간 사업체들이 25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도록 장려할 것이며, 제출된 이 지역의 

계획에서는 최대 5,900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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