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년 11월 27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버펄로에서 새로운 네 곳의 브라운필드 기회 지구(BROWNFIELD 

OPPORTUNITY AREAS, BOA)를 지정한다고 발표  

  

새로운 지정으로 총 44곳이 된 뉴욕의 브라운필드 기회 지구 (Brownfield Opportunity 

Area)  

  

뉴욕주 전 지역에서 황폐화된 지역사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수단을 제공하는 지정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모두 버펄로시에 위치한 새로운 네 곳의 브라운필드 

기회 지구(Brownfield Opportunity Area) 지정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이 지정을 통해 

지역사회가 성장이 멈추고 황폐화된 재개발 대상 부동산의 영향을 받는 지역을 

활성화시키려는 전략을 실행하도록 도우며, 역동적인 경제를 추진하여 발전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분야를 재건할 예정입니다. 신규로 지정된 곳들을 포함하여 뉴욕주에서 

브라운필드 기회 지구 (Brownfield Opportunity Areas)로 지정된 곳은 총 44 곳이 

되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지정은 버펄로 시의 공무원들이 지역사회 

재생에 대한 비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수단과 자원을 갖추도록 하며, 황폐화된 이 

부동산들을 경제적 엔진으로 되돌려 놓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버펄로가 

활동적인 도시로 남게 된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브라운필드 기회 지구 프로그램 (Brownfield Opportunity Area Program)은 뉴욕주 

주무부 (New York Department of State)에서 관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재개발 대상이 

되는 지역 내에서 건전한 재개발 공사 및 개선된 환경 품질을 촉진하기 위한 활성화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 지역사회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브라운필드 기회 지구(Brownfield Opportunity Area) 지정을 받기 위해 이 네 곳의 

지역을 제안하기 전에, 버펄로 시는 지역사회를 위한 활성화 전략을 완료하기 위해 

주무부(Department of State)의 브라운필드 기회 지구(BOA) 프로그램을 통해 이 계획에 



대한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Rossana Rosado 주무장관은 이러한 브라운필드 기회 

지구(Brownfield Opportunity Area)의 지정을 승인하고 이들 지구가 지정에 필요한 

요건과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개발업체, 토지 소유자, 기타 지정된 브라운필드 기회 지구(Brownfield Opportunity 

Area) 내에 위치한 프로젝트 및 토지는 해당 지역사회에서 성장을 멈추고 황폐화된 

지역을 변화시켜 생산적 용도로 되돌리는 목표의 프로젝트를 개발하기 위한 추가 

브라운필드 클린업 프로그램(Brownfield Cleanup Program)의 세금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또한, 지정된 각 브라운필드 기회 지구(Brownfield Opportunity Area) 내의 

프로젝트들은 특정한 주정부 보조금들에 대해 선호하는 우선권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리 카운티의 버펄로 시에 있는 네 곳의 새로운 브라운필드 기회 지구(Brownfield 

Opportunity Area)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우스 버펄로 브라운필드 기회 지구(South Buffalo Brownfield Opportunity Area)  

사우스 버펄로 브라운필드 기회 지구(South Buffalo Brownfield Opportunity Area)는 

레이크 이리(Lake Erie)로 흐르는 버펄로 리버(Buffalo River) 남쪽을 따라 한때 철강 

산업으로 고도로 산업화된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약 1,968 에이커 규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86 곳의 재개발 대상 부지로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1차적인 

지역사회 활성화 목표는 브라운필드와 저개발 프라임 워터프론트 현장을 생산적인 

경제적 용도로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주요 권장 사항 및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i) 홉킨스 스트리트 지역사회 활성화 전략(Hopkins Street Neighborhood Revitalization 

Strategy) 구현, (ii) 버펄로 그린 코드(Buffalo Green Code)를 활용하는 260 에이커 

규모의 리버벤드(RiverBend) 부지의 전략적인 재개발, (iii) 이전 쓰레기 매립지를 골프 

코스 및 커뮤니티 센터로 재활용, (iv) 티프트 자연 보호 구역(Tifft Nature Preserve)의 

확장, (v) 지역사회와 워터프론트 사이의 연결 개선 1,458,000 달러의 브라운필드 기회 

지구 프로그램 보조금(Brownfield Opportunity Area Program grant)이 이 지구를 위한 

계획수립 활동 및 재개발 프로젝트 지원금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버펄로 하버 브라운필드 기회 지구(Buffalo Harbor Brownfield Opportunity Area)  

버펄로 하버 브라운필드 기회 지구(Buffalo Harbor Brownfield Opportunity Area)는 약 

249 에이커에 달하는 6 곳의 재개발 대상 지역이 포함된 1,045 에이커 규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지구에는 이너 하버(Inner Harbor) 및 아우터 하버(Outer Harbor) 두 장소의 

정면이 포함되어 있으며 역사적인 해상 개발, 산업 개발, 거주지 개발 등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로 달성하게 될 주요 지역사회 활성화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i) 이너 하버(Inner Harbor)의 공터 활용 및 복합 용도의 개발 촉진, (ii) 몇 군데의 핵심 

지역에서 상업 및 산업적 용도를 유지하고 성장시키면서 이전의 산업용 아우터 

하버(Outer Harbor) 대다수를 워터프론트에 일반 대중이 진입할 수 있는 공공녹지로 

전환, (iii) 교통 정체 완화 대책, 도로 재정비, 교통 조건 개선, 기타 인프라 강화 등을 통해 



서로를 강화하고 지역사회를 강화하여 인근 지역 및 워터프론트에 연결. 540,000 

달러의 브라운필드 기회 지구 프로그램 보조금(Brownfield Opportunity Area Program 

grant)이 이 지구를 위한 계획수립 활동 자금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버펄로 리버 회랑지역 브라운필드 기회 지구(Buffalo River Corridor Brownfield 

Opportunity Area)  

버펄로 리버 브라운필드 기회 지구(Buffalo River Brownfield Opportunity Area)는 버펄로 

리버(Buffalo River)를 따라서 이 도시의 올드 퍼스트 워드(Old First Ward) 지역에 1,050 

에이커 크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지구는 58 곳의 잠재적인 재개발 대상 부지가 

특징입니다. 주요 지역사회 활성화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i) 이 강의 환경적 품질의 

복원 및 강화, (ii) 워터프론트 진입로 개선, (iii) 이 지역을 이용자 친화적으로 품질 개선, 

(iv) 기존 사용의 필요와 새로운 관심사의 균형을 유지하는 워터프론트로서의 강을 보호. 

472,500 달러의 브라운필드 기회 지구 프로그램 보조금(Brownfield Opportunity Area 

Program grant)이 이 지구를 위한 계획수립 활동 자금으로 제공되었습니다.  

 

토나완다 스트리트 회랑지역 브라운필드 기회 지구(Tonawanda Street Corridor 

Brownfield Opportunity Area)  

토나완다 스트리트 회랑지역 브라운필드 기회 지구(Tonawanda Street Corridor 

Brownfield Opportunity Area)는 버펄로 시에서 650 에이커 규모 크기의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지구에는 46 곳의 잠재적인 재개발 대상 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지역사회 활성화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i) 환경 품질의 복원,  

(ii) 스카자퀘다 익스프레스웨이(Scajaquada Expressway)의 재건설, (iii) 스카자퀘다 

크릭(Scajaquada Creek)의 복원, (iv) 브라운필드 기회 지구(BOA)에서의 다중 모드 교통 

개선책의 구현 및 적응형 재사용 촉진. 382,500 달러의 브라운필드 기회 지구 프로그램 

보조금(Brownfield Opportunity Area Program grant)이 이 지구를 위한 계획수립 활동 

자금으로 제공되었습니다.  

  

Rossana Rosado 뉴욕주 주무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버펄로에서 이 

브라운필드 기회 지구(Brownfield Opportunity Area) 네 곳을 지정하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이 네 곳의 지구에 대한 브라운필드 기회 지구(BOA) 지원금으로 개발된 전략 

계획은 이 계획으로 구상 중인 재개발을 지원하게 될 버펄로 그린 코드(Buffalo Green 

Code)에 기여했습니다. 이 브라운필드 기회 지구(BOA) 네 곳에 대한 지정은 버펄로의 

놀라운 르네상스에 대한 Cuomo 주지사님의 비전을 실현시키는 도시와 지역의 경제 

엔진으로서 이 도시의 워터프론트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가능한 추가 수단을 

제공합니다.”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의 Basil Seggo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지역사회에서 재개발 대상 부동산의 정리 및 복원은 

공중 보건을 지키고 환경을 보호하며 지역사회 자산을 개발하기 위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리 카운티에서 브라운필드 기회 지구(Brownfield Opportunity Area) 



네 곳을 지정함으로써, Cuomo 주지사님은 이 버펄로 지역사회의 경제를 

재활성화시키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힘을 이 지역사회들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Tim Kennedy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새로운 재개발 대상 부지 네 

곳은 이 지역사회의 변화와 활성화를 더욱 촉진할 것입니다. 우리 지역의 가장 소중한 

자원인 수로를 웨스턴 뉴욕 주민들에게 연결하게 됩니다. 이러한 비전에 투자하여 이 

지역사회를 최대한으로 복원하기 위해 노력하신 Cuomo 주지사님과 뉴욕주에 

감사드립니다.”  

  

Chris Jacobs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브라운필드 기회 지구(Brownfield 

Opportunity Area)와 관련된 전략과 자원은 버펄로 시의 상당 부분을 성공적으로 

재개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저는 이 도시의 새로운 지역 네 곳이 오늘 

지정되어서 대단히 기쁩니다. 저는 이러한 지정이 미래에 우리 지역의 르네상스를 계속 

주도하게 될 투자를 유치하여 성장의 과실을 맺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Crystal D. Peoples-Stokes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버펄로 시의 

브라운필드 기회 지구(BOA) 네 곳의 부지를 승인해 주신 Cuomo 주지사님과 

환경보존부(DEC)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이 브라운필드 기회 지구(BOA) 프로그램은 

역사적으로 중공업에 사용된 후에 오염된 토지의 재개발을 위해 웨스턴 뉴욕 바로 

여기에서 대단히 유익합니다. 우리 지역사회가 번창하고 다양화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제공합니다.”  

  

Sean Ryan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브라운필드 기회 지구 

프로그램(Brownfield Opportunity Area Program)은 뉴욕주에서 가장 성공적인 경제 

개발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환경 복원에 투자할 경우, 우리 지역사회는 활성화 및 

새로운 경제 활동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버펄로 시의 새로운 브라운필드 기회 

지구(Brownfield Opportunity Area) 네 곳은 새로운 버펄로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일할 

때 지속적인 추진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우리 워터프론트의 오염된 부지는 수년 동안 

힘든 과정을 겪어 왔습니다. 이 네 곳의 새로운 지구를 통해, 뉴욕주는 우리 워터프론트 

및 스카자퀘다 크릭(Scajaquada Creek)의 미래에 대단히 중요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지정을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해 주신 Brown 시장님과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버펄로 시의 Byron Brown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브라운필드 기회 

지구(Brownfield Opportunity Area)는 우리 시의 그린 코드 프로그램(Green Code 

initiative) 및 우리 행정부의 장소 기반 경제 개발 전략의 핵심 구성 요소입니다. 대중의 

중요한 의견을 받아들여 버펄로 시에서 만든 브라운필드 기회 지구(BOA)에 대한 

뉴욕주의 승인은 버펄로를 전국적인 재개발 공사의 최전선에 자리매김할 것이며, 도시 



주민을 위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부동산을 이용하여 더 많은 

이웃에게 새로운 삶을 가져다주는 버펄로의 투자 경쟁 능력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브라운필드 기회 지구 프로그램(Brownfield Opportunity Area Program)과 관련된 지정 

세부 사항 및 추천 계획 문서 A를 포함한 추가 정보는 

http://www.dos.ny.gov/opd/programs/brownFieldOpp/index.html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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