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배포용: 2021년 4월 14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노스웰 헬스가 벨몬트 파크 재개발 프로젝트 현장에서 오늘부터
근로자의 예방 접종을 시작한다고 발표
4월 14일 오후 1:30부터 예방 접종을 개시할 예정으로 벨몬트 근로자를 위해 900회
접종분을 확보, 하루에 50회 투여 예정

예방 접종은 처음에는 주 6일 실시, 5월 1일 이후에는 주 3일 실시되며 모든 벨몬트
근로자가 예방 접종을 받을 때까지 계속 진행될 예정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4월 14일 오후 1:30부터 노스웰 헬스(Northwell
Health)가 벨몬트 파크 재개발 프로젝트(Belmont Park Redevelopment Project)의 노조
노동자들에게 예방 접종을 시작할 것이라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근로자를 위해 900회
접종분을 따로 확보하였고 하루 50회의 속도로 투여될 예정입니다. 예방 접종은 5월
1일까지 주 6일로 벨몬트 현장에서 진행됩니다. 5월 1일 이후에는 예방 접종이 주 3일
실시되며 모든 벨몬트 근로자가 예방 접종을 받을 때까지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 아일랜더스(New York Islanders)의 미래 영구 홈 구장인
UBS 아레나(UBS Arena)를 방문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혁신적인 벨몬트 파크 재개발 프로젝트는 지역
활성화, 새로운 일자리 창출, 뉴욕 아일랜더스를 위한 영구적인 롱아일랜드 홈 구장을
제공할 것이며, 팬데믹 기간 동안 뉴욕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프로젝트를 구축하는 지역
노동자들의 안전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예방 접종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발표하게 되어 기쁩니다. 이 노동자들에 대한 노스웰 헬스의 지칠 줄 모르는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팬데믹으로 반드시 건설과 발전을 중지할 필요는 없지만, 뉴욕의
코로나 이후 미래의 중요한 부분이 될 일을 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노스웰 헬스 회장 및 최고경영자인 Michael Dowling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UBS 아레나를 짓는 노동자에게 백신을 접종함으로써 자신과 동료, 가족, 이웃, 지역
사회를 더 쉽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노스웰은 주지사, 노조 지도자, 아일랜더스와
협력하여 일선 근로자들에게 예방 접종 노력을 확대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Cuomo 주지사는 10월 9일에 벨몬트 파크에 위치한 뉴욕 아일랜더스의 새로운 홈 구장인
UBS 아레나의 "완공"을 발표했습니다. 벨몬트 파크의 UBS 아레나는 이번 가을 20212022 시즌부터 뉴욕 아일랜더스의 홈 구장이 될 것입니다. 이곳은 또한 호텔, 사무 공간
및 세계 최고 수준의 소매 공간을 포함하는 13억 달러 규모의 벨몬트 파크 재개발
프로젝트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와 함께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TA)은
새로운 롱아일랜드 철도(Long Island Rail Road) 역을 엘몬트에 건설합니다. 해당 역은
수십 년만에 처음으로 지어지는 신규 풀타임 LIRR 역사입니다. 역 건설 비용의 대부분은
경기장 개발업자의 민간 자금으로 충당될 것입니다. 뉴욕에서 코로나19가 정점에 달해
비필수 사업 운영이 중단되었을 때 두 달간 경기장 건설이 지연되었지만, 현재는 다시
일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Jon Ledecky 아일랜더스 공동구단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작업을 해내기 위한
가장 어려운 환경인 팬데믹 하에서도 매일 UBS 아레나의 건설을 위해 힘써주신
노동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가을에 벨몬트 파크에서 UBS 아레나가 열리고 뉴욕과
뉴욕 아일랜더스 모두의 밝은 미래를 축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나소 및 서퍽 건축협의회(Nassau and Suffolk Building Trades Council, NSBCTC)
Matty Aracich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인프라
프로젝트를 구축하고 코로나19 팬데믹에서 회복함에 따라, 이러한 현장에서 직접
수고하는 수천 명의 용감하고 근면한 여성과 남성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스웰 헬스가 중요한 벨몬트 파크 재개발 프로젝트에 기여하는 근로자들에게 예방
접종을 실시할 것이라는 소식을 듣게 되어 기쁩니다. 이번 발표는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수백만의 자격을 갖춘 뉴욕
주민들이 예방 접종을 받고 이 끔찍한 팬데믹을 환전히 물리치기 위해 지칠 줄 모르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Cuomo 주지사와 노스웰의 지도력에 감사드립니다."
2017년 12월에 처음 발표된 벨몬트 재개발 프로젝트를 통한 벨몬트 파크에 위치한 43
에이커 규모의 주차장은 최고의 스포츠 및 서비스 부지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경기장,
소매 공간 및 호텔의 건설은 10,000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활동에서 27억 달러 규모의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프로젝트는 완공 후 3,200개의 새로운 정규직
일자리를 유지하고, 8억 5,800만 달러의 연간 경제 활동을 창출하며, 수천만 달러의
새로운 연간 세수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벨몬트 재개발(Belmont Redevelopment)은 Cuomo 주지사가 취임한 이래 해당 지역에
투자한 수십억 달러를 완성합니다. 이 지원금은 이 지역의 세계적 수준의 학술 및 연구
기관을 지원하고, 다운타운을 활성화하며, 농업, 제조 및 생명과학 분야를 강화하고,
인프라 및 롱아일랜드의 관광 산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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