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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벨몬트 파크에서 새로운 아일랜더스 경기장 "완공" 발표

민간 자본으로 건설된 13억 달러 규모의 UBS 아레나가 뉴욕 아일랜더스의 홈 구장으로
사용될 예정
대규모 건설 공사의 완공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는 예정대로
2021-22 전미 하키 리그 시즌에 맞추어 개장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벨몬트 파크(Belmont Park)에 위치한 뉴욕
아일랜더스(New York Islanders)의 새로운 홈 구장인 UBS 아레나(UBS Arena)의
"완공"을 발표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ESD)의 Steven M. Cohen 이사회 의장 및 Eric Gertler 커미셔너 대행은 전미 하키
리그(National Hockey League, NHL)의 Gary Bettman 커미셔너,
아일랜더스(Islanders)의 Jon Ledecky 공동 구단주와 함께 신규 경기장 최상단에
스틸빔을 설치했습니다. 이는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의 중요한 성과이며, 해당 구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도 불구하고 2021-2022 전미 하키 리그 시즌에 맞추어 일정 대로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일랜더스는 롱아일랜드의 팀이며 이곳에서
팬들과 함께 홈구장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뉴욕 주민을 위해 더 밝은
미래를 만드는 한편, 홈 구장 건설을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뉴욕에서 우리는 예상치 못한 상황,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과 관련된
건설 지연에도 불구하고 대형 프로젝트를 완수할 수 있다는 것을 계속 입증해쟀습니다.
벨몬트 팀은 이번 재개발 프로젝트가 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했습니다. 이
경기장은 우리의 경제를 강화할 것이며, 철강 및 콘크리트 분야에서 뉴욕이 위기
상황에서 더욱 강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NHL Gary Bettman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아일랜더스가 2021-22
시즌의 홈 오프너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어느 누구도, 특히 아일랜더스의
충실한 팬들은 팀이 화려한 UBS 아레나의 빙판에 서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는 아일랜더스 구단주인 Scott Malkin과 Jon Ledecky를 비롯해 오크 뷰 그룹(Oak
View Group) 및 Cuomo 주지사가 보여주신 비전에 감탄을 금치 못했으며, 함께 협력하며
비전을 실현시키고 지금과 같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일정에 맞추어 프로젝트를
추진했다는 것에 찬사를 보냅니다."
아일랜더스의 Jon Ledecky 공동 구단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UBS 아레나가
지역사회와 뉴욕의 경제를 위한 희망의 상징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Cuomo 주지사의 비전, 탁월한 지원, 확고한 헌신 없이는 오늘의 성과를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벨몬트 파크의 UBS 아레나는 20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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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Belmont Park Redevelopment Project)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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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D의 Steven M. Cohen 이사회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벨몬트 프로젝트는
롱아일랜드에서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뉴욕 아일랜더스가 홈 구장이라고 부를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시설을 제공할 것이며, 이 중요한 성과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놀라운
진보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주지사의 리더십에 따라 뉴욕주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발전시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역사적인 프로젝트를 주 전역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ESD 커미셔너 대행 겸 사장, 최고경영자 임명자인 Eric Gertl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UBS 아레나가 완공에 한 걸음 더 다서는 가운데 ESD는 벨몬트 파크(Belmont Park)에서
이루어진 엄청난 진전에 대해 자랑스럽고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비전과 리더십 덕분에 아일랜더스의 새로운 홈 구장은 빠르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오래된 하키 팬들을 즐겁게 할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 및 세액 증가로 롱아일랜드 경제를
도울 것입니다."
노스웰(Northwell)의 Michael Dowling 사장 겸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뉴욕의 가장 새로운 프리미엄 스포츠 및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Cuomo 주지사의 리더십에 힘입어 UBS 아레나는 미국의
최첨단 구장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뉴욕, 특히 롱아일랜드는 수천 명의 환자와 직원들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25,000명의 직원이 UBS 아레나 근처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우리는 지역사회에 봉사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UBS 아레나 및 뉴욕 아일랜더스와 함께 미래의 건강 및 웰빙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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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레이터 뉴욕 건축 및 건설업 위원회(Building and Construction Trades Council of
Greater New York)의 Gary LaBarbera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벨몬트
파크를 세계적 수준의 서비스 및 스포츠 시설로 변화시키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번 발표는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서도 매일 출근하여 근무해주신 건설 노동 조합
구성원들의 노고로 인해 가능했습니다. 이 프로젝트 시행 과정에서 비전과 리더십을
보여주신 Cuomo 주지사께 찬사를 보냅니다. Cuomo 주지사는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가 향후 수십 년 동안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을 주도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뉴욕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해질 것입니다."
NSBCTC의 Matty Aracich 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벨몬트 파크 뉴 아일랜더스
아레나의 완공은 대규모 프로젝트의 중요한 성과이며, 더욱 나은 방식의 재건에 대한
Cuomo 주지사의 노력을 보여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례 없는 상황이 발생했지만, 이
중요한 인프라 공사를 일정에 맞춰 추진하고자 하는 건설 노동 조합 구성원들의 열정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탁월한 리더십 덕분에 벨몬트의 최첨단
시설에서 뉴욕 주민들은 양질의 일자리를 얻고 지역 경제를 강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이 지역의 재성장을 상징하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나소 및 서퍽 카운티 건설 노동
조합 위원회(Building and Construction Trades Council of Nassau and Suffolk Counties,
NSBCTC)는 벨몬트 파크 아레나(Belmont Park Arena) 의 개발팀(Development Team)과
함께 협력할 수 있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Todd Kaminsky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벨몬트 파크는 우리
지역사회의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저는 발전과 진보를 보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저는 아일랜더스가 홈 구장으로 돌아올 것을 고대하며, 이 경기장이 나소 카운티의
경제를 이끄는 원동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Anna M. Kaplan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이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
회복을 계속하는 가운데, 아일랜더스가 벨몬트에 새로운 홈 구장을 건설한 것은 뉴욕
주민이 함께 같은 목표를 추구할 때 비록 시기가 어려울 때라도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커다란 일입니다. 저는 아일랜더스가 제 지역구의 홈 구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비전과 노력으로 이 일을 이뤄내 주신 Cuomo 주지사 및 모든
근로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Leroy Comrie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롱아일랜드에서 즐길 수 있는
하키 경험은 최첨단 UBS 아레나의 완공으로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바뀔 것입니다.
벨몬트 파크에 새롭게 더해진 이 시설은 아일랜더스의 팬들에게 에너지와 흥분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Clyde Vanel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새로운 경기장은 다음 세대의 위대한
하키 선수를 길러낼 장소이며, 기존 팬은 물론 신규 팬을 유치하고 지역 전체에서 새로운
투자와 경제적 기회를 창출할 것입니다. 오늘의 성과는 아일랜더스의 홈 구장 복귀를
위한 중요한 단계이며, 이 프로젝트의 진전을 볼 수 있어 매우 기쁩니다. 롱아일랜드에
대한 헌신을 보여주신 Cuomo 주지사를 비롯해 이 프로젝트를 실현해주신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에 감사드립니다."
나소 카운티의 Laura Curran 카운티 행정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뉴욕 아일랜더스를 위한 새로운 홈 구장을 만들었으며, 이는 나소 카운티의 또 다른
성과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나소에 세계적 수준의 경기장이 건설되어, 수천 개의
일자리와 수십억 달러 규모의 경제 활동을 창출하게 되며, 약 50년 만에 처음으로
롱아일랜드 철도 역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무 것도 없는 곳(Land of
No)이라는 이름에 작별을 고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다시 성장할 것이며, 우리는 다시
이루어 낼 것이며, 아일랜더스는 고향으로 영원히 돌아올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 실행을
위해 리더십을 발휘해주신 Cuomo 주지자 및 아일랜더스 조직 전체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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