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8년 6월 21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2018-19 시즌 동안 뉴욕 아일랜더스(NEW YORK ISLANDERS)가 

나소 콜로세움에서 추가로 8경기를 치를 것으로 발표 

 

나소 베테랑스 메모리얼 콜로세움 NYCB LIVE(NYCB LIVE, Home of the Nassau 

Veterans Memorial Coliseum)에서 향후 3년 동안 68 번의 프리 시즌 경기 및 정규 홈 

경기를 치르게 될 뉴욕 아일랜더스(New York Islanders) 

 

콜로세움(Coliseum)에서 내셔널 하키 리그(NHL) 경기를 위한 요건 강화에 600만 달러를 

투자하는 뉴욕주 

 

2021년에 완공될 예정인 벨몬트 파크(Belmont Park)의 혁신적인 재개발 공사 

프로젝트에 총 10억 달러 투자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 아일랜더스가 2018-19 시즌 동안 나소 베테랑스 

메모리얼 콜로세움 NYCB LIVE(NYCB LIVE, Home of the Nassau Veterans Memorial 

Coliseum)에서 정규 시즌 8경기를 추가로 치를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올 시즌 

콜로세움에서 개최될 것으로 발표되었던 12개 홈 경기에 대한 열광적인 성원을 

반영하여 정규 시즌 8경기가 추가되었습니다. 벨몬트 파크(Belmont Park)에 위치한 총 

18,000석 규모의 최첨단 경기장이 완공되는 동안, 아일랜더스의 임시 홈 경기장으로 

사용되는 콜로세움에서 향후 3년간 프리 시즌 및 정규 홈 경기 68개가 치러질 

예정입니다. 전액 민간 기금으로 조성되고 있는 10억 달러 규모의 재개발 프로젝트인 

새로운 벨몬트 파크(Belmont Park)는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소매업, 접대 산업에 

강점을 가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지역 경제를 

강화하고 관광 산업의 붐을 조성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아일랜더스를 지원해 

주신 팬 여러분과 롱아일랜드에 아일랜더스의 경기를 선보입니다. 벨몬트 파크(Belmont 

Park)의 최첨단 경기장이 개장할 때까지 아일랜더스는 나소 콜로세움에서 팬 여러분과 

재결합하여 오랫동안 기다려 온 홈경기 모멘텀을 구축할 것입니다.” 

 



 

 

Jon Ledecky 아일랜더스 구단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께서 

아일랜더스를 롱아일랜드로 다시 데려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벨몬트 

파크(Belmont Park)의 경기장을 새로운 홈 경기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아일랜더스의 미래가 한층 더 밝아졌습니다.” 

 

2018년 9월부터 뉴욕 아일랜더스(New York Islanders)는 콜로세움(Coliseum)에서 

21경기를 치르고, 2019-2020년 시즌과 2020-2021년 시즌에는 47경기를 치르기로 

합의했습니다. 내셔널 하키 리그(NHL)를 준비하는 스포츠 경기장 및 엔터테인먼트 

공연장을 포함한 벨몬트 파크(Belmont Park)의 혁신적인 재개발 공사는 2019년에 

착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 아일랜더스(New York Islanders)는 2021-2022년 

시즌에 벨몬트 파크(Belmont Park)에서 처음으로 정규 시즌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아일랜더스(Islanders)는 현재 브루클린의 바클레이스 센터(Barclays Center)에서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 경기장은 다음 3 시즌 동안 이 팀의 다른 홈 경기장으로 

이용될 것입니다. 

 

2018년 1월, 뉴욕주는 내셔널 하키 리그(NHL)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콜로세움(Coliseum)에 600만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제빙 시설 

이중화, 제습 설비, 미디어 및 방송 케이블 인프라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2018년 

가을까지는 이 개선사항들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는 브루클린 스포츠 앤 

엔터테인먼트(Brooklyn Sports & Entertainment)의 카운티와 아일랜더스(Islanders)의 

임대 계약 개정안에 대한 주의회의 승인에 따라 콜로세움(Coliseum)에서 시작될 

예정입니다. 주정부는 추가적인 개보수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 나소 카운티와 협력할 

것입니다. 이 투자는 나소 허브(Nassau Hub)와 콜로세움(Coliseum) 주변의 장기적인 

대규모 재개발 프로젝트를 지원합니다. 

 

2017년 12월에 Cuomo 주지사는 2018년 시정 방침(2018 State of the State)의 10 번째 

제안2018년 시정 방침(2018 State of the State)의 10 번째 제안을 발표했습니다. 프로 

아이스하키 팀인 뉴욕 아일랜더스(New York Islanders)를 연중 무휴로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는 세계적인 수준의 벨몬트 파크(Belmont Park)를 본거지로 

삼아 롱아일랜드로 유치합니다. 벨몬트 파크(Belmont Park) 행사에서, 주지사는 

혁신적인 재개발 공사를 이끌기 위한 주체로 스털링 에쿼티스(Sterling Equities), 뉴욕 

아일랜더스(New York Islanders), 매디슨 스퀘어 가든(Madison Square Garden), 더 

오크 뷰 그룹(Oak View Group) 등이 만든 합작 투자 회사인 뉴욕 아레나 파트너스(New 

York Arena Partners, NYAP)를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새로운 시설은 세계적인 

수준의 435,000 평방 피트 규모의 소매, 레크리에이션, 접대 산업 복합 단지, 프리미엄 

풀 서비스 호텔, 기타 지역사회 편의 시설 등을 갖춘 뉴욕 아일랜더스(New York 

Islanders)를 위한 18,000 석 규모의 경기장이 될 것입니다. 

 

이 최첨단 프로젝트는 12,300 개의 건설직 일자리와 3,100 개의 상근직을 만들어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 주민과 완전히 새로운 시설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을 수용하기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new-york-islanders-return-long-island-next-season-three-years-ahead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new-york-islanders-return-long-island-next-season-three-years-ahead
https://urldefense.proofpoint.com/v2/url?u=https-3A__www.governor.ny.gov_news_governor-2Dcuomo-2Dannounces-2D10th-2Dproposal-2D2018-2Dstate-2Dstate-2Dbringing-2Dnew-2Dyork-2Dislanders-2Dhome-2Dworld&d=DwMFaQ&c=aXCiDiKaysBSFW5XiqkEFJKCGh1WFJIYDLI4x_l8NGE&r=WIUnhMmHSEMnrpJ-K8qpwK2kamtIWtiaprSI1fXaq20&m=lh3DmL8xE34AvYbCsDiAz0BqO7m1FJUlnFLNqbKbcfk&s=3uUkOy92xy858o8mH1Qzn8-SAfe7maEtOT1FXtrnjGo&e=#_blank


 

 

위해, 롱아일랜드 철도(Long Island Rail Road, LIRR)는 일년 내내 벌어지는 행사를 위해 

벨몬트 파크 역(Belmont Park Station)으로 롱아일랜드 철도(LIRR) 운행 서비스를 

연장할 계획을 개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뉴욕 아레나 파트너스(NYAP)의 

계획은 계약 협상,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ESD) 

디렉터 검토, 프랜차이즈 감독위원회(Franchise Oversight Board) 검토, 모든 공공 승인 

요건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아일랜더스는 1972 년 출범한 이래로 내셔널 하키 리그(NHL)에서 강팀으로 

지내왔으며, 4 회 이상 스탠리 컵(Stanley Cups) (1980-1983)을 연속으로 수상한 오직 

세 팀 중 한 팀입니다. 18,000 석 규모의 경기장은 빙판 관리, 수준 높은 관중의 시각, 

훌륭한 팀 시설 등과 같은 최고의 운영 시스템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이 복합 용도 

시설은 콘서트, 대학 스포츠, 콘퍼런스, 가족 행사, 연중 프로그램 등을 포함하여 기타 

주요 행사들을 개최할 계획으로 건설될 예정입니다. 

 

벨몬트 파크(Belmont Park)의 재개발 공사는 주지사의 롱아일랜드 철도(Long Island 

Rail Road)의 역사적인 66억 달러 규모의 전환 공사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 전환 계획에 

따라, 본선 3번 트랙(Main Line Third Track) 공사, 복선(Double Track) 공사, 자메이카 역 

재건축(Jamaica Station Reconstruction) 공사, 39 개의 롱아일랜드 철도(Long Island 

Rail Road) 역 개보수 공사, 지역 교통 인프라를 강화하는 철도 건널목 제거 공사 등과 

같이 롱아일랜드를 새로운 경제 성장 시대로 인도하는 100 개의 롱아일랜드 철도(Long 

Island Rail Road) 자본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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