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9년 9월 5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최신 론콘코마 허브(RONKONKOMA HUB)에서 처음으로 두 건물 

완공 발표  

  

프로젝트를 통해 1,450개의 주거공간과 600,000 평방피트가 넘는 규모의 상업공간, 

그리고 건설 일자리 10,000개와 영구 일자리 2,500개가 창출될 예정  

  

허브는 롱아일랜드 철도 더블 트랙 프로젝트(LIRR Double Track Project)를 활용하며, 

중대한 하수도 업그레이드 및 신규 주차 시설 마련을 위해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가 5,500만 달러 지원  

  

새 건물의 사진은 여기에서 확인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알스톤 스테이션 스퀘어(Alston Station Square)의 

개장과 더불어, 서퍽 카운티 브룩헤이븐 타운에서 개발 중인 최신 교통 중심 시설인 

론콘코마 허브(Ronkonkoma Hub)에서 처음으로 두 개의 건물이 완공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두 개의 거주용 건물에는 245개의 집이 있으며, 7억 달러가 투자된 53 

에이커 규모의 프로젝트 부지에서 처음으로 개장했습니다. 개발 프로젝트는 롱아일랜드 

철도(Long Island Rail Road, LIRR)의 론콘코마 스테이션(Ronkonkoma Station) 

업그레이드와 롱아일랜드 철도(LIRR)의 더블 트랙(Double Track) 프로젝트로 인해 

탄력을 받았습니다. 더블 트랙 프로젝트는 2018년 9월 완공되었으며 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열차 지연을 줄였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롱아일랜드 철도(Long Island Rail 

Road) 개혁을 위해 56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롱아일랜드 전역에서 

우리는 이러한 투자의 성과가 지역사회 활성화, 그리고 론콘코마 허브(Ronkonkoma 

Hub)와 같은 선도적 프로젝트의 형식으로 나타나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지 새로운 건물 두 개의 리본을 끊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론콘코마 

중심지의 재탄생을 선언합니다. 이를 통해 수천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지역 경제에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론콘코마 허브(Ronkonkoma Hub)는 

롱아일랜드 철도(Long Island Rail Road)에 대한 투자 및 서퍽 카운티 개발 노력을 

기반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거주용 건물과 상업 공간은 이 지역에 더욱 많은 주거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Ronkonkoma_Hub.pdf


 

 

선택지와 비즈니스 커뮤니티를 더하여, 건설과 전일제 일자리 수천 개를 창출할 

것입니다. 이 중요한 프로젝트는 앞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사회 경제를 

부흥시킬 것입니다."  

  

트라이텍 부동산 회사(TRITEC Real Estate Company)의 Robert Loscalzo 최고 

운영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론콘코마 허브(Ronkonkoma Hub)의 알스톤 

스테이션 스퀘어(Alston Station Square) 개장은 서퍽 카운티에서 가장 거대한 규모의 

교통 중심 개발을 추진하는 일의 엄청난 사건입니다. 허브(Hub)는 지역사회 기반의 

이니셔티브로, 뉴욕주, 서퍽 카운티, 브룩헤이븐 타운, 지역사회 시민 단체, 

상공회의소(Chambers of Commerce), 산업 개발청(Industrial Development Agencies), 

노동조합, 수백 명의 헌신적인 전문가, 트라이텍(TRITEC)의 팀이 모두 협력한 

시도입니다. 주요 철로와 도로, 항공 자원에 인접한 지역에서 진행되며, 리드(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LEED) 인증을 받은 마을 개발 프로젝트는 

롱아일랜드 주민이 자랑스럽게 여길 만한 사업이며, 롱아일랜드가 선보일 수 있는 

최고의 자랑입니다. 우리는 '롱아일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Welcome Home Long 

Island)'라는 말을 처음으로 하고 싶습니다."  

  

2011년 처음 발표된 론콘코마 허브(Ronkonkoma Hub)는 트라이텍(TRITEC) 

커뮤니티로, 버려지거나 활용도가 낮았던 53 에이커 규모의 부지를 1,450채의 

주거공간, 600,000 평방피트 이상의 상업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거대 다목적 개발 

사업입니다. 상업공간에는 사무실, 의료공간, 임대, 레스토랑, 접객시설, 전시공간 등이 

포함됩니다. 2017년 11월 Cuomo 주지사는 2027년 완공 예정인 공사의 시작을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총 7억 달러 이상을 지역사회에 투자하여 10,000개 

이상의 건설직과 새로운 영구 직장 2,500개 이상의 취업 기회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론콘코마 허브(Ronkonkoma Hub)는 새롭게 현대화된 론콘코마 

롱아일랜드(Ronkonkoma LIRR) 역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합니다. 론콘코마 

롱아일랜드 역은 디지털 인터랙티브 표지, LED 디스플레이, 충전이 가능한 벤치, 무료 

고객 와이파이, 스탬프 콘크리트 포장 등을 포함한 업그레이드 공사를 위해 590만 

달러를 지원받았습니다. 허브(Hub)는 또한 3억 7,700만 달러 규모의 롱아일랜드 

철도(LIRR) 더블 트랙(Double Track) 프로젝트의 수혜를 받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파밍데일과 론콘코마 사이에 13마일 규모의 두 번째 철로를 설치하여 열차 지연을 

줄이고 추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파밍데일과 론콘코마 구간은 롱아일랜드 

철도(LIRR)의 일부로, 매일 48,000명을 운송합니다. 더블 트랙(Double Track) 

프로젝트는 2018년 9월 당초 예정보다 일 년 빠르게 완공되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의 커미셔너 대행이자 대표, 

최고경영자 내정자인 Eric J. Gertl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통은 지역 경제 개발의 

중요한 촉매제입니다. 롱아일랜드의 핵심 통근지로부터 접근성을 자랑하는 론콘코마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groundbreaking-first-phase-state-art-new-ronkonkoma-hub


 

 

허브(Ronkonkoma Hub)에서 목격한 오늘의 중요 사건은 지역 경제에 대한 이 

프로젝트의 긍정적 영향력을 비롯해 오랫동안 기다려온 이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진전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는 이 프로젝트에 5,500만 

달러를 지원했고, 이 지원금은 중요한 도로 및 하수도 업그레이트, 미래 주차 시설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투자는 론콘코마 허브(Ronkonkoma Hub)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꼭 필요했습니다. 1기 공사의 일환으로, 트라이텍(TRITEC)은 부지에 하수도 

펌프장을 건설해 허브 개발지 전체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신규 비즈니스 및 지방 

지차제가 최대 100만 갤런을 추가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또한 서퍽 

카운티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서퍽 카운티는 하수도의 메인 인프라를 사우스웨스트 

하수지역(Southwest Sewer District)에 연결하는 프로젝트에 2,700만 달러를 

투자했으며, 공공 통행권 개선을 위해 브룩헤이븐 타운에 점프 스타트(Jump Start)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브룩헤이븐 산업 개발청(Brookhaven Industrial Development 

Agency) 또한 프로젝트에 파일럿(Payment In Lieu Of Taxex, PILOT) 및 소비세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롱아일랜드 지역경제개발협의체(Long Island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의 공동의장인 Kevin Law 롱아일랜드 연합(Long Island Association)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목표는 현명한 투자를 시행하여 반드시 롱아일랜드가 

뉴욕 주민의 거주, 근무, 여가를 위한 최고의 장소로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혁신 프로젝트는 이 목적에 딱 맞습니다. 오늘의 리본 커팅은 론콘코마 

허브(Ronkonkoma Hub)가 이 지역사회 및 우리 지역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력의 

시작입니다."  

  

롱아일랜드 지역경제개발협의체(Long Island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 공동의장이자 호프스트라 대학교(Hofstra University) 학장인 Stuart 

Rabinowitz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롱아일랜드의 교통 인프라가 강력한 

지역 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뉴욕이 교통에 투자할 때, 우리 

지역사회가 성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론콘코마를 활성화할 이 선도적 프로젝트를 

지원할 수 있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론콘코마 허브(Ronkonkoma Hub)는 56억 달러 규모의 롱아일랜드 철도(Long Island 

Rail Road) 혁신 사업과 함께 성장했습니다. 롱아일랜드 철도 사업은 70년의 정체 후 

100개의 필수 자본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프로젝트에는 일곱 개의 교량, 일곱 개의 

오버패스, 역사 확장, 신규 주차 시설, 20 마일 규모의 신규 철로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전 지역에서 교통 인프라를 업그레이드하여 롱아일랜드가 누릴 

자격이 충분한 현대적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뉴욕의 전국 최대 인프라 

프로그램의 일환입니다.  

  



 

 

서퍽 카운티의 Steve Bellone 카운티 행정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론콘코마 

허브(Ronkonkoma Hub)는 수십 년 만에 진행되는 서퍽 카운티 최고의 혁신적 경제 개발 

프로젝트입니다. 만약 우리가 진지하게 롱아일랜드로 젊은이들을 유치하여 기회의 

분위기를 만들고자 한다면, 이와 같은 프로젝트를 더욱 많이 추진하여 우리는 저렴한 

주택을 만들고 Cuomo 주지사가 추진하는 역사적인 교통 투자를 활용해야 합니다. 저는 

모든 롱아일랜드 주민을 위해 이 일을 실현시켜주신 주지사와 타운 슈퍼바이저, 기타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Monica R. Martinez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론콘코마 지역사회, 

그리고 결과적으로 인근 지역사회에 대한 투자는 일자리를 창출할 뿐 아니라 부동산 

가치를 증대하고 추가적으로 관광산업을 이끌며, 롱아일랜드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신 주지사 이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론콘코마가 

앞으로 계속 번영하는 모습을 간절히 보고 싶습니다."  

  

Doug Smith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 년간 지역사회 회의에 참석한 

저는 이 아름다운 현대적 개발 프로젝트로 인해 롱아일랜드에서 가장 바쁜 교통 허브 

주변에 위치한 저의 지역구의 버려지고 낙후된 지역이 다시 태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 

기쁩니다. 저는 계속 주정부 및 지역정부의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롱아일랜드를 

사람들이 살고, 일하고, 가족을 부양하고 사업을 시작하고 은퇴하기에 저렴하고 더 좋은 

장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브룩헤이븐의 Ed Romaine 슈퍼바이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론콘코마 

허브(Ronkonkoma Hub)는 형태 기반의 코드를 만들고 수석 시공사를 선정하는 것에서 

이 프로젝트의 설계와 건축을 위해 우리의 계획 부서와 협업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브룩헤이븐 타운이 오랫동안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롱아일랜드에서 가장 

성공적인 교통 중심 개발 사업이 될 것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를 지원해주신 주지사와 뉴욕주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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