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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는주지사는주지사는주지사는 BUFFALO의의의의 MICHIGAN STREET AFRICAN AMERICAN HERITAGE CORRIDOR 

COMMISSION를를를를 위한위한위한위한 자금자금자금자금 25만만만만 달러를달러를달러를달러를 강조강조강조강조  

 

회랑은회랑은회랑은회랑은 이이이이 지역의지역의지역의지역의 풍부한풍부한풍부한풍부한 역사를역사를역사를역사를 기리는기리는기리는기리는 무승부의무승부의무승부의무승부의 투어가투어가투어가투어가 될될될될 것것것것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Michigan Street African American Heritage Corridor Commission 에 

대한 25만 달러 자금 수상을 강조했습니다. 이 회랑은 Buffalo의 풍부하고 다양한 역사에 대해 

주민과 방문객들이 배울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어 국내 및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Buffalo의 

동네입니다. 이 노력은 관광의 닻 역할을 하는 회랑의 능력을 증가시킬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Buffalo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더 깊게 탐구하기 위해 Michigan Street African American 

Heritage Corridor를 주민, 학자와 관광객들의 목적지로 만들기 위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이 회랑은 도시의 풍부한 아프리카계 미국 문화를 존중하고 

관광객들을 이 지역에 유치하여 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도록 

도울 것입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를 가능하게 한 주의 역할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수년 동안 

Buffalo의 풍부한 과거가 새로운 관심을 끌어 오기를 기대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부지사 Robert J. Duffy는 “우리가 기대하고 Buffalo의 밝은 미래에 투자하듯이, 이는 우리의 풍부한 

역사를 존중하기 위해 점점 더 중요합니다. Cuomo 주지사의 리더십 덕분에, Michigan Street African 

American Heritage Corridor은 지역 경제를 자극하고 고용 기회를 창출하며 목적지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나는 회랑의 지역 사회에 대한 기여를 보기를 기대하고, 서부 뉴욕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서 아프리카계 미국인 형성에 대한 그 역할을 인식하기를 기대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금은 뉴욕 전력청의(NYPA) 전력 진행 이니셔티브에서 인수한 뉴욕 주 서부 경제 개발 

기금(Western New York Economic Development Fund)을 통해 지난 9월 허가되었습니다. NYPA의 

나이아가라 전력 프로젝트에서 미 활용 수력의 매출 순이익은 자금을 지원합니다. 

 

회랑은 Michigan Street 침례 교회, Rev. Jesse E. Nash House 박물관, Colored Musicians Club 박물관, 

Langston Hughes 연구소를 포함합니다. 역사 투어에 포함된 테마는 노예 폐지운동 시기부터 

현재까지 Buffalo의 모든 기간을 포함합니다.  



Korean 

회랑은 East Ferry Street와 Masten Avenu에서 시작하여 남쪽으로 Woodlawn Avenue까지 연결되고 

Michigan Avenue에 연결되어 그 길을 따라 여러 갈래로 Swan Street에서 끝납니다. 이 길은 Pine, 

Sycamore, Elm, William, Hickory 및 South Division 거리를 포함합니다. 

 

의원 Crystal Peoples-Stokes는 “평생 Buffalo에 살아온 주민으로, Michigan Street Corridor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 영광입니다. Cuomo 주지사와 저는 경제 성장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관광을 인식했습니다. 우리의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역사를 강조하는 이 장소들은 

멀리에서 방문자들을 유치할 것이고 노예 폐지 운동과 초기 시민의 권리 Niagara 운동과 문화 

예술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Buffalo의 중요한 과거를 보존하고 감사하기 위한 지원을 돕는 

NYPA에 박수를 보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상원 의원 Tim Kennedy는 “우리가 더 많은 방문자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관광 경제의 성장을 

촉진함으로써 우리의 역사를 보존하는 것은 Buffalo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Michigan Street 

African American Heritage Corridor는 우리 사회에게 노예 폐지 운동의 진정한 의미와 시민의 권리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고 우리 지역에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독특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Michigan 

Street Corridor는 우리의 도시를 강화하고 더 나은 우리의 중앙 비즈니스 지구와 Buffalo Niagara 

의학 캠퍼스와 급성장하는 수변과 우리의 부활하는 시내를 더 잘 연결할 것입니다. 이는 또한 

Buffalo와 뉴욕 서부에서 새로운 일자리와 기회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Buffalo 시장 Byron Brown은 “관광은 Buffalo 경제의 주요 동인 중 하나이며 저는 우리의 풍부한 문화 

유산을 기리는 장소로 Michigan Street African American Heritage Corridor를 활성화하고 관광을 

증진시키고 우리 도시에 추가로 고용 기회를 가져오도록 한 주 하원 의원 Crystal Peoples Stokes의 

리더십과 노력에 축하를 보냅니다. 이 지역의 우리 지역 사회의 중요성 때문에, 저는 올 해의 

예산에서 4년의 40만 달러의 투자 중 10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NYPA 사장 겸 최고 경영자인 Gil C. Quiniones는 “Michigan Street Corridor는 Buffalo의 가장 중요한 

문화 지역 중 하나이며, 서부 뉴욕 주민과 관광객들이 즐길만한 역사적인 명소를 제공합니다. 작년 

말에 발표된 수력 진행 수상을 통해, 전력 당국은 Buffalo와 우리 국가에 공헌한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풍부한 유산을 존중하는 이러한 명소를 활성화 하도록 지원하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전력 진행 위원회는 Cuomo 주지사에 의해 임명된 다음과 같은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nthony Colucci III 의장, Buffalo의 Colucci & Gallaher 로펌의 관리 변호사; Deanna Alterio Brennan 

Niagara 미국 상공회의소 소장; Brenda Williams McDuffie, Buffalo Urban League 대표; Dennis W. 

Elsenbeck, National Grid Western Division 지역 임원 및 Henry F. Wojtaszek, Buffalo의 Harris Beach 

로펌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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