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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2020년 시정 방침(STATE OF THE STATE)의 스물여덟 번째 제안 

발표: 버펄로의 노스 오드 블록(NORTH AUD BLOCK) 개혁  

  

캐널사이드 프로젝트에는 주거, 레스토랑, 상점, 주차장 및 공공 광장 건설 등이 포함  

  

주지사가 발표한 개발 계획에 대한 최종 의견 청취는 1월 22일 예정  

  

렌더링 제안은 여기에서 확인 가능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2020년 시정 방침(2020 State of the State) 어젠다의 

스물여덟 번째 제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역사회와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캐널사이드에 위치한 버펄로의 노스 오드 블록(North Aud Block)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지역의 역사적인 특성을 반영하는 동시에, 주거, 레스토랑, 상점이 결합된 

활기찬 장소 뿐 아니라 추가적인 주차 공간을 만들 것입니다. 이 계획은 과거 이리 

운하(Erie Canal)에서 블록을 통과해 확장되었던 유서깊은 거리의 패턴을 재해석한 것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거리"는 보행자 통행로가 될 것이며 열린 광장을 포함됩니다. 

2018년 8월, Cuomo 주지사는 캐널사이드에서 개발을 앞둔 뉴욕주의 마지막 지구인 

노스 오드 블록(North Aud Block) 개발을 위해 1,000만 달러의 자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컨셉 렌더링 및 부지 지도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정부의 투자와 지역사회 지원에 힘입어, 

캐널사이드는 빠르게 민간 투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젊은이들이 다시 돌아오는 

최고의 지역이 되었습니다. 버펄로의 성공 스토리는 노스 오드 블록(North Aud Block)의 

변화와 함께 다음 단계로 진입합니다. 이 디자인 컨셉은 이 지역의 역사적인 과거를 

21세기형 21세기 디자인과 결합시킵니다. 이 프로젝트는 지역 내 다른 전략적 투자와 

함께, 버펄로 및 기타 지역에서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북쪽의 로어 테라스, 동쪽의 메인 스트리트, 남쪽의 운하, 서쪽의 커머셜 및 펄 

스트리트에 걸쳐있는 블록에 대해 주지사가 발표한 개발 계획은 상층부에 최대 

200가구의 주거 공간, 약 140,000 평방피트의 상업공간, 약 절반이 지하에 위치할 

300개의 주차 공간 등을 포함하는 다수의 건축물을 포함합니다. 부지의 가장 북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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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한 초고층 건물은 최고 13층의 높이이며,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막고 기후 

보호 효과를 발휘합니다.  

  

인프라 개발 분야에서 60년이 넘는 경험을 가진 다분야 엔지니어링 회사인 티와이 린 

인터네셔널(TY Lin International)은 이리 운하 항구 개발 공사(Erie Canal Harbor 

Development Corporation, ECHDC)가 고용했으며 2019년 3월부터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티와이 린(Ty Lin)은 유서깊은 거리의 패턴과 캐널사이드에 설정된 이리 운하 

항구 개발공사(ECHDDC) 디자인 지침에 따라 약 2 에이커 규모의 부지에 대해 다양한 

컨셉을 창조했습니다. 수 개월에 걸친 설계 과정 이후, 티와이 린(Ty Lin)은 여러 공개 

포럼과 이해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여 선호 컨셉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선호 

컨셉에 대한 의견을 마지막으로 청취하는 회의는 이리 운하 항구 개발 공사(Erie Canal 

Harbor Development Corporation) 사무소에서 1월 22일에 오후 5시 30분에서 7시까지 

열립니다. 일반 프로젝트 계획 수정안(Modified General Project Plan) 및 뉴욕주 환경 

품질 검토(State Environmental Quality Review, SEQR)는 올해 말 이리 운하 항구 개발 

공사(ECHDC) 이사회가 검토할 예정이며, 이후 부지에 대한 민간 개발 제안서 

요청(Request for Proposal, RFP)이 실시됩니다.  

  

이리 운하 항구 개발 공사(ECHDC)는 지난 2014년에 역사적인 이리 및 함부르크 운하를 

기반으로 사우스 오드 블록(South Aud Block)에 일련의 "운하"를 건설했습니다. 이러한 

운하의 수심은 앝으며, 겨울에는 아이스 스케이팅, 여름에는 패들, 페달 보트 등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습니다. 건설 과정에는 공공 장소와 교량의 생성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추가적인 운하 기능은 매년 인기를 얻고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새로 개장한 익스플로어 앤 모어: 랄프 C. 윌슨 어린이 박물관(Explore & More: 

Ralph C. Wilson, Jr. Children's Museum) 및 올해 착공 예정인 헤리티지 포인트(Heritage 

Point) 등과 같은 민간 투자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캐널사이드에서, 버펄로 헤리티지 회전 목마(Buffalo Heritage Carousel) 프로젝트, 

롱세드(Longshed) 건물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며, 2020년 개장 예정입니다. 버펄로 

헤리티지 회전목마 프로젝트는 약 한 세기의 역사를 지닌 드 안젤리스 회전 목마(De 

Angelis Carousel)가 위치할 수 있는 건물을 프라임 및 페리 스트리트 코너에 건설하는 

것이고, 롱세드 건물 프로젝트는 버펄로 해군 센터(Buffalo Maritime Center)가 사용하던 

중앙 부두(Central Wharf) 북쪽 끝의 목조 건물에 1825 패킷 보트의 복제 건물을 

건설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전에 컨베이어 목마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위해 120만 

달러의 매칭 보조금을 발표하고 롱세드(Longshed) 건설에 553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근처에는 기존 철도역의 2배에 달하는 새로운 익스체인지 

스트리트 역(Exchange Street Station)을 건설하고 2020년 개장하여 여행객들에게 

버펄로 다운타운으로 가는 관문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 프로젝트를 

위해 버펄로 빌리언(Buffalo Billion) 기금에서 2,500만 달러를 투자하고 이를 통해 

여행객을 도시의 심장부에 직접 유치하고 버스와 경전철 서비스로 연결성을 

개선했습니다.  



 

 

  

캐널사이드의 두 프로젝트는 2020 년에 착공 예정입니다. 시나트라 앤 컴퍼니 부동산 

유한회사(Sinatra & Company Real Estate LLC)는 헤리티지 포인트(Heritage Point)를 

건설에 2,100만 달러를 투자할 것입니다. 헤리티지 포인트는 두 개의 다목적 건물로, 

사우드 오드 블록(South Aud Block)에 위치하며 지상층은 소매 및 식당가, 사무 

공간으로, 상부는 주거 공간으로 사용됩니다. 프라임 슬립(Prime Slip)과 역사적인 카날 

스트리트와 로이드 스트리트도 개발업자가 완성시킬 예정입니다. Cuomo 주지사는 

프라임 슬립(Prime Slip) 및 로이드 스트리트 및 카날 스트리트의 권리 및 운하 조명과 

관련된 자본 건설 비용에 대해 이리 운하 항구 개발 공사(ECHDC)를 통해 200만 달러의 

보조금을 투입했으며, 시나트라(Sinatra) 또한 버펄로 빌리언(Buffalo Billion) 

이니셔티브의 베러 버펄로 기금(Better Buffalo Fund)를 통해 200만 달러의 대출을 

받게됩니다. 벤더슨 개발(Benderson Development Co)은 또한 워싱턴 및 스콧 

스트리트의 코너에 위치한 부지에 5층 규모의 다목적 건물을 건설하는 투 

캐널사이드(Two Canalside) 프로젝트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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