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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버펄로 아우터 하버에서 1,300만 달러 규모의 파빌리온 건설 착공 

발표  

  

터미널 B의 사용하지 않는 창고, 7에이커 규모의 오염된 접근 불가능 부지를 야외 행사 

센터로 재개발  

  

사진은 여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버펄로의 아우터 하버(Outer Harbor)에서 1,300만 달러 

규모의 야외 엔터테인먼트 파빌리온 건설 공사에 착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았던 터미널 B(Terminal B) 창고를 행사 센터로 

재개발하여, 기존 주차장을 활용하고 7 에이커 규모의 오염 부지를 이용하여 새로운 

호수 전망을 바라보는 공공 접근 시설로 만듭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새롭게 나무, 조경, 

잔디 구역, 녹지 등을 조성하여 새가 서식할 수 있도록 합니다. 2023년 가을까지는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터미널 B 재개발 공사는 버펄로의 특별한 문화 

유산을 활성화하고 강화하기 위한 우리 행정부의 노력을 강화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이번 파빌리온이 뉴욕 주민에게 가져다 줄 놀라운 기회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향의 아름다운 워터프론트는 새롭게 변모할 것입니다."  

  

Benjamin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일무이한 새로운 센터는 버려지고 오염된 

부지를 녹지 공간을 마련한 공연장으로 만들 것입니다. 1,300만 달러 규모의 투자는 

모든 뉴욕 주민이 버펄로 워터프론트 천연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200 에이커 규모 부지의 5%만 사용하게 되며, 지역사회 및 

이해관계자와 함께 진행하는 5개년 종합 계획의 일환입니다. 30 피트 높이에 약 100,000 

평방피트 규모의 지역에 위치한 철골 구조 창고 터미널 B는 약 50년 전 매립지 부지에 

들어섰으며, 현재 일반 대중은 접근할 수 없습니다. 리노베이션으로 터미널을 철골 구조 

및 콘크리트 덱만 남기고 철거하고, 이곳은 캐노피가 설치하여 무대로 이용됩니다. 

공연자를 위한 그린 룸과 기기를 위한 공간이 부지 내에 설치됩니다. 경사진 녹지, 신규 

조경, 계단 등이 설치되어 접근성을 개선합니다. 기존 아스팔트 도로는 경사진 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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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처의 보조 도로로 활용하고 기존의 레이크사이드 론(Lakeside Lawn) 및 순환로와 

연결합니다. 부지 조명 및 기타 보안 조치는 구조물 근처를 비롯해 정문으로 이어지는 

보도에 설치합니다.  

  

버펄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Buffalo Philharmonic Orchestra)가 향후 콘서트에 이 

공간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전력 프로젝트(Niagara Power Project) 운영 재인증 합의를 거쳐 뉴욕 전력청(New York 

Power Authority, NYPA)을 통해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ESD) 및 이리 운하 항구개발 회사(Erie Canal Harbor Development 

Corporation, ECHDC)가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Robert Gioia ECHDC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파빌리온의 렌더링에서 

콘서트, 페스티벌, 특별한 여름철 행사에 보여 버펄로의 아름다운 아우터 하버를 즐기는 

사람들을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착공은 버려지고 위험한 터미널 B 부지를 매력적인 

장소로 재개발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곳에서 웨스턴 뉴욕 주민은 워터프론트의 

전망을 바라보며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John R. Koelmel NYPA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NYPA의 재허용 자금을 

이용하여 터미널 B 재건설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뉴욕 주민들이 버펄로 아우터 하버를 

새롭고 혁신적인 방법으로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역사회 및 

이해관계자의 참여로 개발되었으며, NYPA는 이와 같은 프로젝트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에 아름다운 버펄로-나이아가라 지역에서 앞으로 전경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뉴욕주는 야외 레크리에이션 접근성 개선 및 확대를 위해 계속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2013년 아우터 하버에 위치한 약 400 에이커 규모의 토지를 나이아가라 프론티어 

교통청(Niagara Frontier Transportation Authority, NFTA)에서 ECHDC로 이관했습니다. 

이관의 일환으로 버펄로 하버 주립공원(Buffalo Harbor State Park)은 뉴욕에 등재된 

180번째 주립공원이며, 버펄로 시의 첫 번째 주립공원입니다. 버펄로 하버 주립공원의 

북쪽에 위치한 247 에이커의 잔여 부지는 현재 ECHDC가 운영하고 있으며, 부지의 공공 

접근성 및 이용 확대를 위해 수 개의 자본 개선 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역사회 중심의 계획 연구를 실시하여 프로젝트 부지의 현재 및 향후 배치 결정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Brian Higgins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버펄로 워터프론트의 낙후된 산업 

부지를 역동적이며 활기찬 공공장소로 재개발하려는 노력을 통해 주민과 방문객 모두 

호수 주변에서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15년 이상 뉴욕 전력청 

합의를 통해 지원받은 자금이 웨스턴 뉴욕에 계속 투자되고 있습니다."  

  

Byron Brown 버펄로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유일무일한 엔터테인먼트 

센터가 완공되어 이처럼 아름다운 야외 공간에서 버펄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비롯한 



훌륭한 공연자들의 공연을 즐길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아우터 하버에서 성공적으로 

프로젝트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완벽한 노력입니다. 우리 지역의 잠재성에 

투자해주신 Kathy Hochul, Robert Gioia, 이리 운하 항구 개발 회사,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 등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 프로젝트를 실현시켜주신 정부 동료들께 

감사드립니다."  

  

전국적인 종합 건설 관리 회사인 터너 건설사(Turner Construction Company)는 

프로젝트와 관련된 건설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단계 공사 단계 전반에 

걸쳐 ECHDC를 대표한 터너 건설팀은 건설 및 건설 이후 단계에서도 ECHDC를 

대변하며, 건설 과정의 일간 관리 책임을 맡으며 일정 내에 예산에 맞추어 높은 수준으로 

프로젝트를 완공했습니다.  

  

Steven Perrigo 터너 건설사 부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터너 건설은 아우터 하버 

재개발 프로젝트의 일환입니다. 워터프론트를 재활성화하여 새롭게 이용하고 즐길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어 기쁩니다."  

  

이리 운하 항구개발 회사 소개  

이리 운하 항구개발 회사(ECHDC)는 7명의 의결권이 없는 전직 이사와 2명의 의결권이 

없는 전직 이사로 구성된 9명의 이사회가 경영합니다.. 7명의 투표권이 있는 이사들은 

이리 운하 항구개발 회사(ECHDC)의 독립 주주로서 뉴욕주의 주지사가 추천하고 

뉴욕주 도시개발공사(New York State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에서 선임하여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를 운영합니다. 이리 카운티 

행정책임자와 버펄로 시장이 의결권이 없는 전직 이사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주요 경제 개발 기관인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의 자회사인 이리 운하 

항구개발 회사는 카날사이드, 오하이오 스트리트 통행로, 아우터 하버(Outer Harbor)의 

기반 시설 건설 및 활성화 도모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 지역은 민간 투자를 유치, 서부 

뉴욕주의 주민들 및 관광객들이 워터프론트를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회사의 

비전은 서부 뉴욕의 워터프론트를 활성화시키고 이 지역의 자긍심, 도심 및 자연미를 

기반으로 버펄로의 경제 성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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