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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주지사 CORNERSTONE CFCU 경기장의 그랜드 오프닝 발표

이 1500만 달러 예산의 경기장 및 스포츠센터는 Lockport를 위해 중요한 경제 허브 및
커뮤니티 자원입니다
금메달을 딴패럴림픽팀이 특수 니즈를 가진 운동선수들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이
경기장의 설계를 도왔습니다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93,500 평방피트의 새 빙상 경기장의 개장을
발표하였습니다. Cornerstone CFCU Arena는 젊은이들에게 쉽게 접근 가능한 활동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게임 감독을 통해 신체적 피트니스를 진흥하고 좋은 스포트맨십을
개발함으로써 커뮤니티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1500만 달러 프로젝트입니다. 또한
이 경기장은 경제 발전기로서 대중 스케이팅, 하키 경기, 스케이팅 레슨, 민간 파티 및
공연 훈련으로 년 150,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끌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단골
이용자들은 지역 호텔에 년 4,000박 이상의 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기장의
모습은 여기서 보십시오.
“이 빙상 경기장의 개장은 우리가 각 지역에 처음부터 투자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성공의
또 다른 예입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서부뉴욕지역 경제개발협의회가
인정한 이 프로젝트의 완공으로 Lockport 커뮤니티에 새로운 경제적 활기가 생길
것입니다. 본인은 스케이팅이나 하키를 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이 새 시설을 둘러보고
무엇을 제공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첨단 시설은 Lockport 다운타운 심장부를 흐르는 역사적 Erie 운하의 바로 남쪽에
있는Chestnut과 Market Street의 교차 지점에 위치니다. Bammel Architects, PC가
설계한 이 경기장은 NHL 규모의 링크 2개, 커뮤니티 룸 및 모든 연령의 스케이터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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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훈련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식당을 위한 2,000 평방피트의 임대 공간과 관중을
위한 자리 630석도 있는데, 모두 링크의 냉동 장비에 의해 난방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서부뉴욕 지역을 하키 목적지로 만드는 것입니다”라고 Cornerstone
CFCU Arena회장 John Ottaviano가 말했습니다. “시내에서 토너먼트가 열릴 때 Amherst
및 Niagara Falls 지역에서 팀들을 수용해야 함에 따라 지역 전체에서 이 경기장의 혜택을
느낄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우리가 협력할 때 모두 득을 본다는 증거입니다.”
이 경기장은 또한 발달 장애 및 특수 니즈를 가진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제공합니다. 2014
패럴림픽 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미국 슬레드하키 팀의 두 멤버인 Adam Page와 Paul
Schaus가 건축가들과 협력하여 장애인들에게 가장 적합한 규격으로 미세
조정하였습니다. 두 분은 Erie 카운티 주민입니다. 척추갈림증을 안고 태어난 22세인
Page는 2010년 밴쿠버에서 금메달을 딴 미국 슬레드하키 팀에서 뛰었을 뿐만 아니라
작년의 러시아 소치에서도 뛰었습니다. 25세인 Schaus는 해병대 출신으로서 2009년
아프가니스탄에서 사제푹발물 폭발로 양 다리의 모릎 위를 잃었습니다.
Lockport 시장 Anne McCaffrey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Lockport 주민들이 우리
시에서 이 규모의 프로젝트를 본 것은 오랜만입니다. 이 경기장은 시의 재개발 퍼즐의
필수 조각입니다. 우리는 커뮤니티 전체에 덕이 되는 프로젝트의 완공으로 인한 수 천
명의 방문객, 새 일자리와 비즈니스 증대를 환영합니다.”
Cornerstone CFCU Arena는 연방 지정 501(c)(3) 비영리 법인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자금은 은행 모기지와 서부뉴욕지역 경제개발협의회의 100만 달러 교부금, John R.
Oishei Foundation의 100만 달러 및 Grigg-Lewis Foundation의 400만 달러 기부로
충당되었습니다. 오늘의 그랜드 오프닝 식의 일환으로 Chestnut Street의 경기장 남쪽
부분은 “Grigg-Lewis Way”로 재명명되었습니다.
주 상원의원 Rob Ortt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빙상 경기장은 Lockport 시와 지역
전체의 변혁을 위한 촉매입니다. 이 일급 스케이팅 경기장은 토너먼트와 경기에 수
천명의 관광객을 끌어서 경제에 많은 득이 될 것입니다. 본인의 동료들과 저는
Cornerstone CFCU, Lockport 시 및 기타 이 프로젝트를 실현시키기 위해 도와 주신
지역의 여러 단체들과 제휴한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하원의원 Jane Corwin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Cornerstone CFCU Arena는
Lockport를 위한 새로운 발전 및 경제 성장의 지평을 엽니다. Grigg-Lewis Foundation,
Cornerstone Community Federal Credit Union, 서부뉴욕지역 경제개발협의회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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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여 우리 커뮤니티를 위한 노력과 헌신에 박수를 보내야 하는 개인과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경기장이 우리 지역 비즈니스와 커뮤니티에 가져올 경제적 혜택이
엄청나기 때문에 본인은 주지사, Rob Ortt 상원의원을 포함한 본인의 의회 동료들, Anne
McCaffrey 시장을 포함한 Lockport시 공무원들과 협력하여 Niagara 카운티와 Lockport
시의 성장과 성공을 지속시키기를 희망합니다.”
“본인은 제 인생에서 많은 도전을 거쳤지만 그것을 난관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것만 보고 그 길을 따랐더니 그것이 제 인생에서 모든 긍정적 성취로
저를 이끌어주었습니다”라고 미국 슬레드 하키 팀 멤버 Adam Page가 말했습니다.
“아무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은 아이스링크를 짓겠다는 꿈과 비전을 Lockport 시
리더들이 가졌을 때 그 리더들 주위에는 그 꿈을 실현시키도록 도운 긍정적이고 동기
부여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러한 놀라운 분들과 협력하고 있어서
자랑스럽습니다.”
이 경기장은 NA3EHL에서 뛰는 “Lockport Express” Junior “A” 팀의 홈입니다.
NA3EHL은 북미하키리그가 대학에서 뛰기를 희망하는 학생 선수들을 개발할 목적으로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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