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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BUFFALO BILLION 프로젝트를프로젝트를프로젝트를프로젝트를 위한위한위한위한 근근근근 2억억억억 달러달러달러달러 예산예산예산예산 발표발표발표발표  

 

Buffalo 및및및및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서부서부서부서부 지역에지역에지역에지역에 1,300여개의여개의여개의여개의 새새새새 일자리를일자리를일자리를일자리를 창출하기창출하기창출하기창출하기 위한위한위한위한 하이테크하이테크하이테크하이테크 투자투자투자투자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뉴욕주 서부 지역에 약 1,300개의 새 일자리를 창출하고 투자와 

경제 성장을 촉진할 3개 프로젝트를 위한 Buffalo Billion 이니셔티브 예산 근 2억 달러가 

승인되었음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Empire State Development(ESD)의 이사회에 의해 

승인되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지역의 강점을 토대로 민간 투자를 유치하고 지속 가능한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우리의 Buffalo Billion 전략이 어떻게 뉴욕주 서부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있는지의 또 다른 예입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뉴요커들을 위한 일자리와 기회를 

창출하고 지역에 새 기업들을 유치하는 혁신적 프로젝트에 예산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는 미래를 

위해 지역 경제를 계속 재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Buffalo와 뉴욕주 서부 지역이 움직이고 있다는 

또 하나의 징조이며 우리의 Buffalo Billion 전략이 앞으로 오랫동안 그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한 

토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서부 지역은 첨단 제조 및 생명과학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Cuomo 지사의 리더십 아래 뉴욕주는 스마트한 투자를 하고 신흥 산업의 혁신적 프로젝트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라고 Empire State Development의 사장, CEO 겸 커미셔너인 Kenneth Adams는 

말했습니다. “지난 3년에 걸쳐 우리는 많은 기업들이 성장하여 뉴욕주에 새 일자리를 창출하고 

엠파이어 스테이트에서 사업하는 데 뚜렷한 이점이 있음을 발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사회는 다음 Buffalo Billion 이니셔티브를 위한 예산을 승인하였습니다: 

 

RiverBend의의의의 Buffalo 하이테크하이테크하이테크하이테크 혁신혁신혁신혁신 & 상업상업상업상업 허브허브허브허브 – Buffalo Billion 이니셔티브이니셔티브이니셔티브이니셔티브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서부서부서부서부 지역지역지역지역 – Erie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 $107,000,000 

 

비어있는 구 Brownfield 제조 부지를 하이테크 및 녹색 에너지 제조업을 위한 첨단 허브 캠퍼스로 

전환하기 위한 17억 달러 공공-민간 파트너십인 RiverBend의 Buffalo 하이테크 혁신 & 상업 허브는 

부동산 취득, 부지 및 인프라 개발과 건설 비용으로 상환될 최대 1억 700만 달러의 교부금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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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입니다. 이것은 주정부에 의한 이 프로젝트를 위한 더 큰 2억 2500만 달러 약속의 일부입니다. 

 

복합교통 기회를 갖춘 신개발 “스마트 성장” 도시 상업 지구에 전략적으로 위치할 RiverBend는 

WNY REDC의 제1 초점인 첨단 제조에서의 지속 성장의 주춧돌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일단 완공되면 

RiverBend는 여러 청정 에너지 관련 기업을 유치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억 700만 달러의 교부금은 

Buffalo시가 소유한 약 88에이커의 이전에 오염된 공업지의 부동산 취득, 유틸리티의 교정 및 준비, 

설치, 도로 건설, 주차, 배수, 부지 조명, 조경 및 보행자 도로를 포함한 부지 및 인프라의 개선에 

이어 약 280,000평방피트의 임대 준비된 LEED 인증 시설의 건설을 위해 Fort Schuyler Management 

Company(FSMC)에 지급될 것입니다.  

 

2014년 3월에 ESD는 설계 및 계획 비용과 기계 및 장비를 위한 1억 1800만 달러의 예산을 

승인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위해 요청된 1억 700만 달러로 총투자는 2억 2500만 달러가 

됩니다. 

 

현재는 Soraa와 Silveo가 초기 280,000평방피트의 시설에서 조업을 확립하는 앵커 세입자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RiverBend는 적어도 6개의 새로운 구조물들로 구성되어 바이오테크, 첨단 기술 및 

그린 에너지 분야에서 약 1,200개의 새로운 제조 일자리를 수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프로젝트의 첫 단계는 850개의 새 일자리를 창출하고 Buffalo를 청정 에너지 기술을 위한 첨단 

연구 및 제조의 중심으로 확립하여 전세계로부터 기업을 유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RiverBend 

프로젝트는 불황지구에 이전에 Republic Steel이 소유하였던 빈 제조 부지를 활기찬 기술 허브로 

탈바꿈시킴으로써 스마트한 성장을 견인할 것입니다. 또한 이 프로젝트는 소비재, 편의용품 및 

서비스를 위한 인근 민간부문 투자를 촉발하고, 주택 수요를 늘리며, 고숙련 및 미숙련 취업 옵션을 

제공함으로써 WNY 지역에 사람들을 유치하고 유지할 것입니다.  

 

Fort Schuyler Management Corporation/Buffalo 정보기술정보기술정보기술정보기술 혁신혁신혁신혁신 상업화상업화상업화상업화 허브허브허브허브(IBM) –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서부서부서부서부 

지역지역지역지역 – Erie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 $55,000,000 

 

IBM을 닻으로 하여 Buffalo 다운타운에 고급 소프트웨어 개발 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공공 민간 부문 

파트너십인 Buffalo 정보기술 혁신 상업화 허브는 부동산 취득, 정비와 신규 장비 및 소프트웨어 

취득 및 설치를 위해 최대 5500만 달러의 교부금을 사용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기존 Key Center의 약 100,000 평방피트의 매입 및 확장; 특별 고속 서버 및 

수퍼컴퓨터를 포함한 자체 소프트웨어 및 IT 장비의 설치를 포함합니다. FSMC는 부동산과 장비를 

소유하고, 처음에는 IBM이 그것을 사용하여 에너지, 보건 및 방위 산업용 첨단 소프트웨어를 만들 

것입니다. 고도로 전문화된 IT 장비는 다른 기술, 유전체학 및 분자 연구와 미지정 방위 부문 

기업들에게 비용 회수 수수료를 받고 제공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5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EWI/Advanced Manufacturing Institute – Buffalo Billion 이니셔티브이니셔티브이니셔티브이니셔티브(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서부서부서부서부 지역지역지역지역 – Erie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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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30만만만만 달러달러달러달러 

 

응용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하여 하이테크 첨단 제조 부문의 혁명적 성장 촉발을 겨냥하는 

새로운 첨단 센터의 운영자인 EWI는 두 건의 교부금을 받습니다. EWI는 최대 3,000만 달러의 첫 

번째 교부금을 가구, 비품, 기계 및 장비 비용으로 이용할 것입니다. Advanced Manufacturing 

Institute는 첨단 제조기술의 개발, 상용화 및 시행으로 지역 제조업체를 지원하고 조업 효율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제조생산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SUNY RF는 제조 기계 및 장비를 구입하여 소유할 것입니다. SUNY RF와 EWI는 5년의 갱신 가능한 

장비 사용 계약을 체결할 것입니다. 이로써 EWI는 Advanced Manufacturing Institute의 운영을 위해 

가구, 비품, 기계 및 장비를 완전히 사용함으로써 유연 자동화, 첨단 소재 및 테스트, 부가 제조 및 

첨단 제작 분야에서 응용 R&D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EWI의 두 번째 교부금 최대 530만 달러는 인원, 마케팅, 영구 장소 기지/경상 비용들을 포함한 운영 

활동과 지속 가능한 Advanced Manufacturing Institute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제휴 계약을 

체결하고 유지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Buffalo 투자투자투자투자 전략전략전략전략 소개소개소개소개  

 

대대적인 민간투자를 추진하고 수 천개의 지속 가능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목표로 Buffalo 

지역 경제에 1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Cuomo 주지사의 약속으로 뉴욕주는 Buffalo 지역이 

즉각적인 경제 발전을 일으켜 “현 세대”를 다시 일터로 보내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경제 기회의 발판을 마련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최우수 경제개발계획수상자인 WNYREDC(Western New York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는 현지 기업 발전을 지원하는 데 재정지원금을 어떻게 활용하고 미국과 세계의 신규 

기업들을 Buffalo에 어떻게 유치할지 그 방법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 

기업들은 어떤 면에서는 WNYREDC가 자체 전략 계획에서 파악한 클러스터 산업들과 연관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첨단 제조, 농식품가공, 국가간 물류 및 배송, 에너지, 

생명공학/의료기기, 전문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각 지역별 협의회 및 그들의 경제 개발 계획에 대해 자세히 알려면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www.regionalcouncils.ny.gov.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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