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4년 1월 27일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하이테크하이테크하이테크하이테크 제조제조제조제조 단지단지단지단지 양해양해양해양해 각서각서각서각서(MOU)에에에에 대한대한대한대한 합의합의합의합의 발표발표발표발표 

 

RiverBend에서에서에서에서 Buffalo 하이테크하이테크하이테크하이테크 제조제조제조제조 혁신혁신혁신혁신 허브허브허브허브 개발을개발을개발을개발을 위한위한위한위한 시시시시 소유소유소유소유 재산을재산을재산을재산을 주정부가주정부가주정부가주정부가 매입할매입할매입할매입할 것에것에것에것에 

대한대한대한대한 합의에합의에합의에합의에 도달도달도달도달 

 

민간민간민간민간 투자에투자에투자에투자에 대한대한대한대한 주정부의주정부의주정부의주정부의 2억억억억 2,500만달러짜리만달러짜리만달러짜리만달러짜리 투자투자투자투자를를를를 통해통해통해통해 850여여여여 개의개의개의개의 정규직정규직정규직정규직 일자리와일자리와일자리와일자리와 500여여여여 

개의개의개의개의 건설건설건설건설 관련관련관련관련 일자리일자리일자리일자리 창출창출창출창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양해 각서에 Buffalo 하이테크 제조 혁신 허브의 개발을 이끌 

88에이커의 시 소유 재산을 매입하기 위해 뉴욕주와 Buffalo 시 간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주는 현장에서 첨단 기술과 녹색 에너지 기업들을 위한 최첨단 앵커 허브 

시설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Cuomo 주지사가 이미 발표한 것처럼 뉴욕주는 Buffalo Billion으로부터 

2억 2,500만달러를 투자하여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2개의 하이테크 에너지 기업인 Soraa와 

Silevo를 유치할 예정입니다. 이 기업들은 주로 Buffalo에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850여 개의 

정규직 일자리와 500여 개의 건설 일자리를 창출하고 현장에 추가 제조 회사들을 유치하기 위해 

공동을 약 15억 달러의 자금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RiverBend는 전 Republic Steel 제조 설비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이 양해 각서(MOU)는 Buffalo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을 통해 Buffalo 시의 재산을 SUNY 

Research Foundation을 대신하여 자산 거래를 관리하기 위해 뉴욕주가 세운 비영리 단체인 Fort 

Schuyler Management Corporation으로 매각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 계약은 RiverBend 자산을 매각하고 전 철강 제조 현장을 최첨단 청정 에너지 

혁신 허브로 재개발함으로써 뉴욕주의 빠른 진행 상황을 나타낸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Buffalo 시 역사 상 가장 극적인 발전 중 하나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 좋은 일자리, 그리고 

역동적인 21세기 첨단 기술 기업의 매력을 가진 RiverBend는 이 도시 및 지역의 지속적인 경제 

회복을 강화할 것입니다.” 

 

버팔로 시장 Byron Brown은 “이 MOU는 17억달러짜리 RiverBend 프로젝트를 Buffalo의 급성장하는 

지역에 가져오는 중요한 단계 라고 말했습니다. Buffalo의 경제 성장에 헌신과 집중을 아끼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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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온 Cuomo 주지사에게 감사 드립니다. 또한 이 계약은 우리 시의 납세자들을 

보호하고 도시 거주민들에게 더 많은 비즈니스 및 일자리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MOU에는 250만 달러의 매각가에 합의하고, 수립된 주 절차에 따라 적절한 MWBE 참여를 포함하는 

Community Development Agreement를 개발하기 위해 시청과 제휴하고, Buffalo Niagara 

Riverkeeper이 개발 현장을 통해 흐르는 Buffalo 강을 따라 연방 정부 자금으로 지원되는 해안선 

복원 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승인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Soraa는 본사가 캘리포니아에 있으며 시장에서 최고 효율을 갖고 있는 친환경 LED 등의 

제조업체입니다. 이 회사는 전사 R&D 및 제조 시설을 RiverBend로 이전함으로써 7억 5000만 달러를 

투자하고 375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Silevo도 본사가 캘리포니아에 있으며 실리콘 태양 

전지 및 모듈을 개발 및 제조하는 회사로서 이미 중국에 제조 공장을 설립하였습니다. Silevo 

프로젝트의 1단계는 약 475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7억 5,000만 달러의 투자와 함께 

RiverBend에서 단독으로 북미 제조산업의 운영을 수립할 200메가 와트의 생산 시설을 포함합니다. 

 

뉴욕주는 ESD(Empire State Development)에 2억 2,500만 달러를 투자하여 상하수도, 전기 및 도로 등 

현장에 인프라를 구축하고, Soraa 및 Silevo를 첫 입주사로 수용하기 위해 뉴욕주 소유의 275만 

평방피트의 시설을 구축하고, 장비를 구매 및 소유할 예정입니다.  이 기업들은 투자를 위해 

뉴욕주로부터 직접 자금 지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바이오테크, 하이테크 및 그린 에너지 

분야에서 조업하는 신규 제조 기업들을 수용하기 위한 추가 시설들이 차차 건립될 것입니다. 

시설과 장비는 뉴욕주립대학교(SUNY) 연구재단이 소유할 것입니다. 지역 대학과 SUNY Buffalo를 

포함한 대학은 이러한 파트너십을 통해 혜택을 누리고 이 프로젝트의 미래 성장에 기여할 

것입니다. 

 

지정된 개발자가 곧 발표되고 획기적 건설을 위한 기공식이 봄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 

시설 입주는 2015년 2분기를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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