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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 주지사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제제제제2차차차차 3,000만만만만 달러의달러의달러의달러의 BETTER BUFFALO FUND 신청을신청을신청을신청을 받는다고받는다고받는다고받는다고 

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 

 

커뮤니티커뮤니티커뮤니티커뮤니티 조직과조직과조직과조직과 민간민간민간민간 개발업체개발업체개발업체개발업체, 다운타운다운타운다운타운다운타운 버팔로버팔로버팔로버팔로 재활성화재활성화재활성화재활성화 투자에투자에투자에투자에 기금기금기금기금 신청을신청을신청을신청을 하도록하도록하도록하도록 
독려독려독려독려 받다받다받다받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제2차 3,000만 달러의 Better Buffalo Fund를 통해 

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발표하였습니다. Better Buffalo Fund는 Buffalo Billion의 핵심 

요소로, 수송 지대를 따라 인구 밀집과 성장을 독력하고 인근 상업 구역을 재활성화하는 

프로젝트에 사용됩니다. 3월 28일이 마감인 이 신청은 여기에서 할 수 있으며, 사이트 

지도는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Western New York의 경제가 계속 성장함에 따라 Buffalo를 중심으로 하는 탄탄하고 

활기찬 다운타운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라고라고라고라고 Cuomo 주지사가주지사가주지사가주지사가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이 

지원금은 이러한 발전을 계속 이끌어나가는 데 도움이 되며 Buffalo가 이러한 움직임에 

나서는 시가 되도록 해줄 것입니다.” 

 

Better Buffalo Fund는 다운타운 Buffalo 재개발을 알리고, 역동적인 일꾼들을 

끌어들이고, 고용 및 교육 기회 이용성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1차 

Better Buffalo Fund는 21개 프로젝트에 총 11,722,500달러가 지원되었습니다. 이번 

회차의 신청자들은 Transit Oriented Development 또는 Buffalo Main Streets 중: 하나에 

대한 보조금이나 리볼빙 론 자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Transit Oriented Development 
 

TOD(Transit Oriented Development) 투자는 현대적인 편의시설과 인프라, 잘 설계된 

친근한 인근 지역, 모든 거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자산을 갖춘 활기찬 도시라는 

명성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Buffalo의 활동 중심 공간들을 서로 연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다양한 교통의 이용을 독려하고 소매 및 인근 중심 비즈니스와 서비스, 수준 높은 공용 

공간 및 접근 가능한 보도를 통해 보행자 활동을 이끄는데 최대 200만 달러의 금융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개발 대상 지역은 Bailey Avenue, Grant Street, Main Str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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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agara Street, Utica Street, Fillmore Avenue 회랑지대에 있는 Buffalo 환승 정거장에서 

¼ 마일의 보행 거리 내에 있어야 합니다.  

Buffalo Main Streets 이니셔티브이니셔티브이니셔티브이니셔티브 

 

건물을 리노베이션하고 공용 공간을 향상시키는 일은 다운타운 Buffalo 주면의 역사적인 

상업 지구와 복합용도의 인근 지역을 성공적으로 재활성화하는 데 중요합니다.  

 

50,000 - 500,000달러에 이르는 보조금은 다운타운 지역에서 가장 유망한 일부 공간을 

리노베이션하는 Buffalo 시의 비영리 및 인근 비즈니스 협회에 제공될 예정입니다. 

Buffalo Main Streets 이니셔티브는 Allentown, Bailey, Broadway/Fillmore, Chippewa 

Street, East Delavan, Elmwood Village, Fillmore/MLK, Grant/Amherst, Grant/Ferry, 
Hertel, Jefferson Avenue, Kaisertown, Lovejoy, Lower Niagara/Lakeview, Main Street, 

Seneca-Caz, South Park, Tonawanda/Ontario, Upper Niagara Street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Empire State Development 사장사장사장사장, CEO & 커미셔너인커미셔너인커미셔너인커미셔너인 Howard A. Zemsky는는는는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복합용도 개발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Better Buffalo 

Fund는 Buffalo의 상업 회랑 지대를 재활성화시키고 주민들이 다시 시 인근으로 

돌아오게 하고 있습니다. 제1차 지원금이 이미 우리 커뮤니티들을 강화하고 있으므로 

제2차 지원금은 Buffalo의 경제 미래를 확고히 다지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HCR(Homes & Community Renewal) 커미셔너인커미셔너인커미셔너인커미셔너인 Jamie S. Rubin은은은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리더십으로 우리는 커뮤니티에 생기를 불어넣고 

사람들이 생활학 일하기에 매력적이고 저렴한 곳으로 가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HCR은 Buffalo 부활의 일부 역할을 하게 된 것에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며 이 도시가 계속 

번성해나가기를 기대합니다.”  

 

Western New York 지역경제개발위원회지역경제개발위원회지역경제개발위원회지역경제개발위원회 공동의장공동의장공동의장공동의장 겸겸겸겸 University at Buffalo 총장인총장인총장인총장인 

Satish K. Tripathi는는는는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효율적인 인프라와 재활성화되고 접근 가능한 

커뮤니티는 기업들에게 Buffalo 지역의 전반적인 매력을 강화시켜 줄 것입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Cuomo 주지사의 공약과 함께 Western New York의 인간 및 물리적 

자산을 계속 개발하여 혁신을 조장하고 커뮤니티 발전을 도모할 것입니다.”  

 

Buffalo 시장시장시장시장 Byron Brown은은은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이 자금은 Buffalo Billion이 제공한 

고용 기회를 Buffalo 내 인근 센터에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이 자금 지원을 통한 강한 

주변 지역 센터와 향상된 삶의 질이 없이 Buffalo Billion은 그 전체 잠재력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Cuomo 주지사는 Buffalo로 모든 주민들을 포함하는 경제 개발에 종합적인 

접근법을 취한 것에 대해 평가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Tim Kennedy 상원의원은상원의원은상원의원은상원의원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Western New York이 계속 유례 없는 

성장을 이어감에 따라 Better Buffalo Fund는 스마트한 성장에 중요하고 꼭 필요한 

초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일하고 살고 여가 시간을 보내는 장소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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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이 있길 바랍니다. 잘 마련된 전략은 지역을 활성화시켜서 가족들이 생활하고 

일하고 여가를 즐기기에 안전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Buffalo 시의 

재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Marc Panepinto 상원의원은상원의원은상원의원은상원의원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주요 

스트리트와 지역이 Better Buffalo Fund로 인해 Buffalo 변화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탄탄하고 활기찬 시를 구축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Buffalo에 투자하는 일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Michael Kearns 주하원의원은주하원의원은주하원의원은주하원의원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보수가 좋은 일자리에서 떠나 통근이 

용이한 곳에 자리한 잘 조직화된 지역들이 Buffalo에 몰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지원금이 존재 이유입니다. 교통에 대한 투자는 자동차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고용 결과와 주민들이 교육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여 더 큰 일자리 기회로 

이어질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Crystal Peoples-Stokes 주하원의원은주하원의원은주하원의원은주하원의원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Better Buffalo Fund는 

Buffalo 시에 있는 상업용 회랑 지대에 관심을 촉발시켰고, 시너지를 일으키고 이들 

기관들이 아이디어와 최고의 관행을 공유할 수 있도록 협업을 이끄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제2차 지원금은 제1차 지원금의 기세와 성공을 바탕으로 합니다. Cuomo 

지사의 Buffalo Billion 이니셔티브는 우리 거리 풍경에 가시적인 변화를 계속 가져와서 

Buffalo 전역에 민간 투자를 부추깁니다.” 

 

Sean Ryan 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Better Buffalo Fund는 Buffalo시 주민들과 

소상공인들에게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 향상에 

중점을 두고 신규 및 기존 일자리와 잘 연결되고 있으므로 Better Buffalo Fund는 

Buffalo와 Western New York에서 진행되고 있는 훌륭한 경제 발전을 지속해나가고 

있습니다. Buffalo Billion이 만든 사업들은 우리의 경제 미래를 변환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Better Buffalo 펀드는 우리가 밀도 높고 혼합 용도의 지역을 만들고 강화하고 

학교와 회사에 신뢰할 수 있는 교통 수단을 제공해야 할 다음 단계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rie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장인장인장인장인 Mark Poloncarz는는는는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이러한 기세와 Buffalo의 고용 

기회 증가로 우리 역시 기존의 환승 회랑 지대를 따라 자리한 인근 지역에 새로운 

일자리를 연결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Better Buffalo Fund은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자금을 투자합니다. 저는 이 필요성을 인식한 Cuomo 주지사에게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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