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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2017년 16번째 시정연설 제안 발표: 5억 달러 규모의 버펄로 

빌리언(BUFFALO BILLION) 이니셔티브 2단계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버펄로에서 가진 두 번째 지역 시정연설에서, 

버펄로와 웨스턴 뉴욕 전역의 신규 경제 성장 동력을 계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시민 

정신을 활성화하기 위한 5억 달러 규모의 버펄로 빌리언 이니셔티브(Buffalo Billion 

Initiative)의 확장을 제안하였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 버펄로 빌리언(Buffalo Billion)은 웨스턴 

뉴욕에 새로운 삶과 에너지를 되돌려 주었습니다. 이번 투자로 그 추진력이 계속 유지될 

것입니다. 버펄로 빌리언(Buffalo Billion) 2단계는 이미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던 전략적 이니셔티브의 성공을 기반으로 할 것이며, 모든 버펄로 

주민들에게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뉴욕 투자의 

혁신이며, 이러한 성과로 퀸 시티(Queen City)는 다시 한번 세계적인 도시가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첫 번째 버펄로 빌리언(Buffalo Billion)은 지역 경제에 극적인 변화를 일으킨 반면, 이 두 

번째 이니셔티브는 새로운 버팔로에서 웨스턴 뉴욕 시민들의 삶의 질과 역할을 

개선시키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투자를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활성화 및 스마트 경제 성장 활동.  

 

 인력 개발 및 직업 훈련 개선.  

 

 첨단 제조업, 관광업 및 생명과학 발전.  

 

 철도를 확장하여 커뮤니티와 경제 발전을 연결. 

2012년, 버펄로는 수십 년간의 경제 쇠퇴와 불확실성, 만성적으로 높은 실업률, 올버니 

주정부와의 효과적인 파트너십 부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업스테이트 뉴욕의 

경제적 활력을 회복하려는 비전의 일환으로, Cuomo 주지사는 “버펄로 빌리언(Buffalo 

Billion)” 이니셔티브를 포함하여 웨스턴 뉴욕을 위한 전례 없는 투자 확보를 

시작하였습니다. 

 



오늘날, 이 지역은 상승 추세에 있으며, 다시 퀸 시티(Queen City)는 살아 보고 싶고 또 

일하고 싶은 국제적 도시가 되었습니다. 수 세대에 만에 처음으로, 밀레니얼 세대는 현재 

버펄로 역사상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일자리 기회와 삶의 질을 위해, 주택과 재산 

가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버펄로에 머무를 것을 선택했습니다. 또한 실업률이 9% 

이상에서 5%로 떨어졌으며, 캐널사이드(Canalside) 관광객의 수는 2010년 이래로 10배 

이상 증가했고,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10년 만에 처음으로 신규 호텔이 부상했으며, 

리버벤드(Riverbend)는 리퍼블릭 스틸(Republic Steel)의 잿더미에서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의 성공을 기반으로, 버펄로 빌리언(Buffalo Billion)으로 인한 변화를 

지역사회 수준으로 확대하고, 지역사회의 새로운 경제적 미래를 위해 도심, 교외 및 주변 

지역의 연결을 강화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버펄로 빌리언(Buffalo Billion) 

2단계는 Cuomo 주지사의 지역경제개발협의체(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 자금 지원 과정의 교부금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접근 방식을 통해 달성될 

것입니다: 

 

활성화 및 스마트 경제 성장 활동: 

 이스트 사이드(East Side) 활성화 이니셔티브: 센트럴 터미널(Central Terminal), 

MLK 공원(MLK Park), 브로드웨이 마켓(Broadway Market)과 같은 중요한 역사적 

자산에 대한 추가 투자를 유치를 도울 필모어(Fillmore), 제퍼슨(Jefferson), 

미시간(Michigan) 및 베일리 애비뉴(Bailey Avenues)와 같은 주요 동쪽 통로의 

사용자 친화적 개선에 투자할 것입니다. 4,500만 달러 규모의 버펄로 

빌리언(Buffalo Billion)의 기존 노스랜드 통로(Northland Corridor) 투자에 

기반하여, 버펄로 빌리언(Buffalo Billion) 2단계에서는 경공업 지역으로의 

노스랜드 통로(Northland Corridor)의 미래를 공고히 하기 위해 추가 부지 확보, 

재개발지역 개선 및 사용자 친화적 디자인에 추가 투자할 것을 제안합니다.  

 

 메인 스트리트(Main Street) 활성화 이니셔티브: 버펄로 빌리언(Buffalo Billion) 

2단계에서는 외항(Outer Harbor), 내항(Inner Harbor) 및 의료 캠퍼스에서 버펄로 

대학 북부 캠퍼스(Buffalo's North Campus)까지, 버펄로의 중앙 척추인 메인 

스트리트(Main Street)의 10마일 구간에 혁신적인 투자를 제안합니다. 최우선 

투자에는 장기간 사용되지 않은 DL&W 터미널을 재개발하기 위한 민간 개발자 

유치뿐만 아니라, 외항(Outer Harbor)의 사용자 친화적 디자인 및 접근성 개선이 

포함됩니다. 

 

 철도를 통한 경제 발전 연결: 버펄로 시내에 새 통근열차와 멀티모달 

스테이션(multi-modal station)을 설치하고 버펄로 대학 북부 캠퍼스(Buffalo’s 

North Campus)까지 버펄로 경전철 연장을 완료하면 버펄로 시내와 

워터프론트까지 20,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접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 

구직자와 교외 취업 센터를 연결하고, 버펄로가 모든 지역의 근로자들을 

경제적으로 포용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또한, 새 기차역은 당분간 수리가 필요한 

버펄로의 오래된 익스체인지 스트리트 스테이션(Exchange Street station)을 



대체할 것입니다. 

 

 교외 재개발/베들레헴 스틸(Bethlehem Steel): 베들레헴 스틸(Bethlehem 

Steel)은 중심부와 가까운 교외 지역의 가장 큰 제조업/산업 지구를 대표합니다. 

버펄로 빌리언(Buffalo Billion) 2단계에서는 미래 경제 성장 활로를 열기 위해 250 

에이커의 토지를 추가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도심 활성화 사업: 2016년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Downtown Revitalization 

Initiative)과 마찬가지로, 버펄로 빌리언(Buffalo Billion) 2단계에서는 

버펄로/나이아가라 지역 근교의 교외 소도시와 마을 및 도심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용자 친화적인 전략 수립을 위한 경쟁력 있는 지원금 프로그램을 만들 

것입니다. 

 

 버펄로 블루웨이(The Buffalo Blueway): 버펄로/나이아가라 지역 활성화와 관광 

산업을 촉진하기 위해, 수로와 역사적, 문화적, 자연적 자산에 대중이 접근할 수 

있는 포인트 네트워크를 확장합니다. 

 
 

보건 및 생명과학 분야에서의 혁신과 기업가 정신 장려: 

버펄로 빌리언(Buffalo Billion)의 그 어떤 요소도 세계에서 가장 큰 비즈니스 아이디어 

경쟁인 43North보다 더 새로운 버펄로의 브랜드를 정립하는 데 크게 기여하지 

못했습니다. 버펄로 빌리언(Buffalo Billion) 2단계에서는 계속적인 43North 지분 참여와 

강화된 멘토십으로 향후 5년 간 2배의 예산 절감을 제안합니다.  

 

버펄로 나이아가라 메디컬 캠퍼스(Buffalo Niagara Medical Campus)에 신규 투자를 

유치하면, 기업 생태계의 일환으로 대학에서 형성된 지적재산권의 효율적 상업화에 관한 

투자뿐만 아니라, 신규 지역의 성장(2012년 이후로 105% 증가)을 지속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확장된 새 인큐베이터/액셀러레이터/랩 및 제작 공간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략적 투자 기금(Strategic Investment Fund)은 생명과학 분야의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촉진할 것입니다. 

 

관광산업: 

버펄로 빌리언(Buffalo Billion) 1단계는 2억 달러가 넘는 민간 투자를 유치하였으며, 

2단계는 그 성공을 바탕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신규 투자에는 나이아가라 폭포 주립 

공원(Niagara Falls State Park)에 인접한 투매지의 전략적 인수가 포함되며, 프랭크 

로이드 라이드(Frank Lloyd Wright)의 걸작 건축물들을 복원하여 세계적 관광지로서의 

매력을 높일 것입니다. 

 

인력 개발 및 첨단 제조업: 

버펄로 매뉴팩처링 웍스(Buffalo Manufacturing Works)는 기존의 버펄로 빌리언(Buffalo 

Billion) 이니셔티브의 출자로 세워진 웨스턴 뉴욕 제조업 및 에너지업 인력 교육 센터로, 

이 지역의 130,000명 이상의 불완전 고용인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2단계에서는 더 많은 인력 파트너와 함께 불완전 고용인구를 보다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확대할 것입니다.  



 

이 시설은 현재의 임시 위치에서 노스랜드(Northland)로 이동할 것이며, 이곳은 주거지 

및 소매점뿐만 아니라 경공업 및 인력 교육을 포함한 활력 넘치는 복합 용도 지역으로 

탈바꿈할 것입니다. 이곳은 이스트 사이드(East side)와 버펄로/나이아가라 근교 지역의 

포괄적 경제 성장의 중심입니다. 또한 전략적 투자 기금(Strategic Investment Fund)은 

첨단 제조업의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촉진할 것이며, 노동력 개발 기금(Workforce 

Development Fund)은 웨스턴 뉴욕 주민들이 미래의 일자리를 준비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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