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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올버니 캐피탈 센터 (ALBANY CAPITAL CENTER, ACC)의 개관 발표 

  

연간 2,650만 달러 규모의 소비와 10만 명의 방문객을 유치하게 될 다운타운  

활성화의 주춧돌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올버니 다운타운에 완공되는 7,850만 달러 규모의 

최신식 컨벤션 센터인 올버니 캐피탈 센터 (Albany Capital Center)를 개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의회 의사당 근처에 소재한 길게 자리한 시의 황폐된 부지를 탈바꿈하고 

부지 주변의 민간 개발을 촉진하는 이 프로젝트는 정해진 시간과 예산에 맞춰 24개월 

안에 완공되었습니다. 이 센터를 공사하면서 11개 분야에서 일간 평균 140 명의 

근로자를 고용했으며, 앞으로 120개의 상근직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수용 능력이 증가된 

올버니 캐피탈 센터 (ACC)는 이전에는 올버니에서 불가능했던 사업 분야를 개척하여 

주도 지역에 상당한 양의 새로운 컨벤션 및 회의 비즈니스를 유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버니 캐피탈 센터 (Albany Capital Center)가 

완공될 경우, 이벤트, 회의, 콘퍼런스 및 기타 행사 등을 주최하기 위해 도처에서 

방문하는 방문객들을 위한 중심 공간 역할을 하여 올버니 다운타운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올버니의 심장부에 있는 이 새로운 최신식 이벤트 

공간을 통해, 우리는 주도에 와서 이 지역이 제공하는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무한한 

기회를 사람들에게 열어줍니다.” 

 

이 올버니 캐피탈 센터 (Albany Capital Center)는 현재 업스테이트 뉴욕에서 가장 크고 

가장 독특한 이벤트 공간 인 캐피탈 콤플렉스 (Capital Complex)의 일부입니다. 올버니 

캐피탈 센터 (Albany Capital Center)는 2017년 현재까지 101일간에 걸쳐 수행될 62개 

이벤트의 예약을 받았습니다. 올해의 행사들을 통해, 3,200개가 넘는 올버니의 새로운 

사업들로 3,750개의 호텔 객실이 가득찰 것입니다. 추가로 28개의 이벤트가 이미 

2021년까지 예약되어 있습니다. 연간 방문객이 소비하는 2,650만 달러에 더하여, 매출, 

사용료, 연료비, 자동차 렌트비, 개인 수입, 점유세 등이 방문객 소비와 관련해서 약 

100만 달러 가량 더 발생할 것입니다. 

 

http://www.albanycapitalcenter.com/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버니 캐피탈 센터 (Albany Capital Center)는 

뉴욕주가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그 지역을 변화시킬 때 이루어지는 발전의 빛나는 

사례입니다. 지난 여름 시공 마감 행사에 참석한 이후 만들어진 변화는 정말 놀랍습니다. 

올버니시는 발전하고 있으며 이 시설은 그 사실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컨벤션 

센터는 올버니 다운타운의 활성화를 돕고, 주도의 경제적인 동력원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 공개 입찰 프로젝트는 운영 엔지니어, 노동자, 철공 작업자, 목수, 석수, 철판 작업자, 

배관공 및 증기 파이프 수리공, 절연체 작업자, 테이프 작업자, 유리 작업자, 지붕 작업자, 

전기 기사들을 포함한 분야별 프로젝트 노동 협약 (Project Labor Agreement) 및 

분야별로 고용된 노동 조합원들을 통해 시공되었습니다. 낙찰된 16건의 계약 중 14건을 

11개의 주도 지역 회사들을 포함한 뉴욕주 기업들이 시공했습니다. 계약 중 1,390만 

달러 이상이 인증된 소수인종 및 여성 소유 기업 (Minority- and Women-Owned Business 

Enterprise, MWBE)들에게 낙찰되었으며, 올버니 캐피탈 센터 (ACC) 프로젝트는 

소수인종 및 여성 소유 기업 (MWBE) 프로젝트 활성화 목표의 22.75 퍼센트를 

달성하거나 초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Gavin Donohue 올버니 컨벤션 센터 기관 위원회 (Albany Convention Center 

Authority Board)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년간의 공사를 마치고, 올버니 컨벤션 

센터 기관 (Albany Convention Center Authority) 팀은 경제적인 원동력이 되는 이 시설을 

건설한 예지력에 대해서 Cuomo 주지사님께 발수를 보냅니다. 이 프로젝트는 지방 정부 

및 주정부와의 긴밀한 협력, 엄격한 공사 일정, 모든 당사자가 정해진 시간에 프로젝트를 

완수하겠다는 약속 등을 통해 완료되었습니다. 올버니 캐피탈 센터 (ACC)는 이 지역이 

달성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주도 지역의 문을 열어 새로운 쇼와 

이벤트를 유치할 뿐만 아니라 향후 수주 및 수개월 내에 일정이 모두 채워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RoAnn Destito 일반서비스국 (Office of General Service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은 올버니 캐피탈 센터 (Albany Capital Center)를 

건설하는 것이 올버니 지역에 더 큰 행사를 유치하기 위한 중요한 동인이 될 것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플라자 컨벤션 센터 (Empire State Plaza 

Convention Center), 디 에그 (The Egg), 타임스 유니언 센터 (Times Union Center)와 

근접한 덕분에, 모든 형태와 크기의 회의 및 컨벤션을 계획할 수 있는 독특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Neil Breslin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버니 캐피탈 센터 (Albany Capital 

Center)의 개관일은 올버니 시 이곳의 역사적인 날이 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경제적 혜택은 크고 작은 비즈니스 양쪽 모두를 위해 주도 지역 전체에 걸쳐서 나타날 

것입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협력하여 일한 정부와 우리 

지역사회의 모든 협력기관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Patricia Fahy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버니 캐피탈 센터 (Albany Capital 

Center)는 수십 년 동안 이 지역에서 가장 기대를 받은 경제 개발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1994년에 Jennings 전임 시장님이 처음 제안한 이후, 이 프로젝트는 여러번 

중단되었다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주지사님과 관계 당국 그리고 기타 

기관들이 이 시설을 완공까지 인내하여 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 

프로젝트를 지원해 왔으며 다운타운의 비즈니스와 주도 지역 전체에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John T. McDonald III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버니 캐피탈 센터 (Albany 

Capital Center)는 우리의 주도에서 환영받는 시설입니다. 관광, 이벤트, 콘퍼런스, 기타 

많은 행사 등을 위해 주도 지역의 허브가 될 장소로 발전해 가는 것을 보는 것은 흥분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개발이 가능하도록 함께 모인 모든 협력기관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올버니 컨벤션 센터 기관 (Albany Convention Center Authority, ACCA)의 

구성원으로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이 될 이 프로젝트에 그 일원이 될 수 있었던 

기회를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Dan McCoy 올버니 카운티 행정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올버니 캐피탈 센터 (Albany Capital Center)가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개관하게 되어 

올버니와 올버니 카운티를 위해 대단히 좋은 날입니다. 타임스 유니온 센터 (Times 

Union Center)와 공동으로 운영되는 이 새로운 시설은 대규모의 최신식 개보수 공사가 

진행 중이며, 지역 경제의 촉매 역할을 하여 올버니의 컨벤션 및 관광지로서의 기능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 것입니다. 이 시설을 통해 이 지역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Kathy Sheehan 올버니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의 개관을 통해 올버니 시는 

엄청나게 발전할 것입니다. 이 올버니 캐피탈 센터 (Albany Capital Center)는 

일자리에서부터 관광 산업과 그 이상에 이르기까지 우리 지역 전체의 경제에 극적인 

파급 효과를 끼칠 것입니다. 저는 주도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 우리의 노력을 

더욱 배가시킬 강력한 프로젝트에 대한 Cuomo 주지사님의 리더십에 대해 박수를 

보냅니다.” 

 

Jeff Stark 캐피탈 디스트릭 건축 건설업 협의회 (Capital District Building and 

Construction Trades Council)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숙련된 노동 조합을 통해 

정해진 시간에 완공된 또 다른 프로젝트에 대해서, Cuomo 주지사님과 업스테이트 

뉴욕에 대한 주지사님의 공약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올버니 캐피탈 센터 (Albany Capital Center)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와이파이 (Wi-Fi), 4K 시청각 시스템, 카펫이 깔리고 기둥이 없는 깨끗한 객실, 

전반적으로 충분한 사전 행사 공간을 갖춘 현대적인 컨벤션 및 회의 공간 2개층의 

풀서비스,  

 컨벤션 및 회의 공간 2개층 바로 아래의 3개층 130대의 차량 현장 주차,  



 가스 및 전기 비용이 거의 73,000 달러 절감되고 연간 67만 파운드 이상의 

이산화탄소 (CO2) 감축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에너지 스타 (Energy Star) 장비와 

엘이디 (LED) 조명 및 전반적인 에너지 효율적 설계,  

 10,000 평방 피트의 완전 분리 가능한 회의 공간과 1층에 소재한 3000 평방 

피트의 음식 제공이 가능한 풀서비스 주방,  

 22,500 평방 피트의 다목적 무도실/2층에 소재한 별도의 15,000 평방 피트 및 

10,000 평방 피트 면적으로 구분해서 만들 수 있는 컨벤션 공간,  

 타임스 유니온 센터 (Times Union Center)의 토너먼트 경기를 지원하는 전미 대학 

경기 협회 (National Collegiate Athletic Association, NCAA) 농구 연습 코트를 

위한 26 피트 높이의 높은 천장, 2층의 움직이거나 고정된 위치에서 1,600만 가지 

색상 팔레트에서 고를 수 있는 로고, 패턴, 형태를 표시할 수 있는 천장에서 자동차 

및 무역 디스플레이, 최고급 마감재, 독특한 색상이 변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엘이디 (LED) 조명을 지원하는 대형 바닥재,  

 전 층으로 연결되는 승객 및 화물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1,6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연회장 좌석 수,  

 3,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졸업식 좌석 수,  

 시설의 이벤트 예약 및 관리를 담당하는 에스엠지 (SMG), 음식을 제공하는 마조니 

호스피탈리티 (Mazzone Hospitality).  

 

올버니 캐피탈 센터 (Albany Capital Center)는 뉴욕주 공공 기관인 올버니 컨벤션 

센터 기관 (Albany Convention Center Authority)이 개발했습니다. 이 기관은 

주지사, 뉴욕주 상하원, 올버니 카운티, 올버니 시에서 임명한, 보수를 받지 않는 9 

인의 자원 봉사위원회가 감독합니다.  

 

캐피탈 컴플렉스 (Capital Complex) 소개: 

업스테이트 뉴욕에서 가장 큰 회의 공간을 구성하게 될, 뉴욕 올버니 다운타운의 

심장부에 소재한 캐피탈 컴플렉스 (Capital Complex)는 올버니 캐피탈 센터 

(Albany Capital Center), 엠파이어 스테이트 플라자 컨벤션 센터 (Empire State 

Plaza Convention Center), 에그 공연 예술 센터 (The Egg Performing Arts 

Center), 타임스 유니언 센터 (Times Union Center) 경기장 등 4곳의 독특한 회의 

및 이벤트 장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밀폐된 통로로 연결된 이 컴플렉스에는 (i) 

컨벤션 홀, 7개의 회의실, 뉴욕주 일반서비스국 (New York State Office of 

General Services)에서 운영하는 사전 행사 공간이 포함된 50,000 평방 피트 

규모의 시설인 엠파이어 스테이트 플라자 컨벤션 센터 (Empire State Plaza 

Convention Center), (ii) 총 1,400 명의 사람들과 10,000 평방 피트 규모의 이벤트 

공간을 갖춘 2 개의 극장을 포함한 디 에그 (The Egg), (iii) 새로 개관한 올버니 

캐피탈 센터 (Albany Capital Center), 여섯 개의 회의실과 사전 행사 공간이 있는 

50,000 평방 피트의 공간을 포함하여 에스엠지 (SMG)가 운영하는 두 장소, (iv) 

17,500 개의 좌석과 50,000 평방 피트 규모의 전시장 및 사전 행사 공간을 갖춘 

업스테이트 뉴욕의 프리미어 스포츠 및 오락 시설인 타임스 유니온 센터 (Times 



Union Center) 등이 포함됩니다. 캐피탈 컴플렉스 (Capital Complex)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는 www.albanycapitalcenter.com/what_is_the_capital_complex를 

방문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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