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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BUFFALO 이스트사이드의이스트사이드의이스트사이드의이스트사이드의 새로새로새로새로 단장된단장된단장된단장된 VARSITY THEATRE의의의의 대개장대개장대개장대개장 

발표발표발표발표 

 

주지사의주지사의주지사의주지사의 뉴욕주서부지역뉴욕주서부지역뉴욕주서부지역뉴욕주서부지역 경제개발협의회의경제개발협의회의경제개발협의회의경제개발협의회의 150,000 달러달러달러달러 보조금이보조금이보조금이보조금이 동네동네동네동네 랜드마크를랜드마크를랜드마크를랜드마크를 
일반인에게일반인에게일반인에게일반인에게 재개장하여재개장하여재개장하여재개장하여, Bailey Avenue 비즈니스비즈니스비즈니스비즈니스 회랑을회랑을회랑을회랑을 재활성화재활성화재활성화재활성화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Buffalo 이스트사이드의 3165 Bailey Avenue에 위치한 

새로 단장된 다기능 음악 및 이벤트 공간인 Varsity Theatre의 대개장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동네 랜드마크의 광범위한 재단장은 Cuomo 지사의 지역 경제개발협의회 이니셔티브 

제3차수의 150,000 달러 도시 이니셔티브 보조금으로 완성되었습니다. 

 

"Varsity Theatre 같이 중요한 역사적, 문화적 랜드마크를 소생시키기 위한 투자는 

튼튼하고 활기찬 커뮤니티들을 건설하는 데 필수적입니다"라고 Cuomo 지사는지사는지사는지사는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지역 경제개발협의회와 커뮤니티 파트너들의 노고 덕분에 Buffalo는 지역 

자산을 활용하여 그 경제를 성장시키는 전국적 모델로 계속 자리매김됩니다." 

 

이 극장의 광범위한 재단장을 지원하기 위해 뉴욕주 가정지역사회갱생부가 대학지구 

커뮤니티 개발협회에 150,000 달러의 보조금을 교부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로 극장이 

300석 극장 공간뿐만 아니라 층별 좌석 및 추가 27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연회 지역을 

포함하는 다기능 이벤트 공간으로 탈바꿈되었습니다. 추가 공사에는 HVAC 시스템 

업그레이드, 새 화장실, 드레싱 룸, 방음벽 및 출입문과 건축 수리 공사가 

포함되었습니다.  

 

Varsity Theatre는 Buffalo 커뮤니티들과 다운타운의 진보 및 재개발을 지속적으로 

진흥하고 있는 다른 주정부 투자를 보완합니다. 2월 2일에 Cuomo 지사는 보조금 신청이 

교통 회랑 연변의 밀도 및 성장을 부추기고 동네 상업 지구를 재활성화시키는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Buffalo Billion의 중요 요소인 3000만 달러 Better Buffalo 기금의 

제2차수를 통해 가능함을 발표하였습니다.  

 

"이것은 Cuomo 지사가 지역별 경제 개발 협의회를 통해 성장시킬 의도인 프로젝트의 

정확한 종류입니다"라고 협의회 회장인 Kathy Hochul 부지사가부지사가부지사가부지사가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이 같은 

현대적이고, 다용도의 전향적 사고 커뮤니티 공간을 창조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커뮤니티들에 새 생명과 안정성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는 Bailey Avenue와 Buffalo 

이스트사이드의 승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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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sity는 1926년에 건축되어 문을 닫기 전까지 Circle Arts, Capri Art Theatre 및 Uptown 

Theatre of Performing Arts 등의 많은 이름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극장은 2010년에 

Bailey Avenue Business Association 회장 Ibrahim Cissé가 구입하였습니다. 이 극장은 

영화 관람, 음악, 무대 공연을 제공하고, 커뮤니티 행사를 개최할 것입니다. 

 

Bailey Business Association의의의의 회장회장회장회장 겸겸겸겸 창립자창립자창립자창립자 Ibrahim Cissé는는는는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Varsity Theatre는 Bailey Avenue에 스폿라이트를 비추어 우리 동네가 빛날 

시간이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우리는 이 다기능 프로젝트를 지원해주신 Cuomo 지사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10년만에 처음으로 이 유서 깊은 건물의 문이 콘서트, 강의, 

페스티벌 및 결혼식을 위해 열릴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Buffalo 이스트사이드에서 

기념할 뭔가를 진실로 갖고 있습니다." 

 

뉴욕주서부지역뉴욕주서부지역뉴욕주서부지역뉴욕주서부지역 경제개발협의회경제개발협의회경제개발협의회경제개발협의회 공동의장공동의장공동의장공동의장 겸겸겸겸 SolEpoxy Inc. 사장인사장인사장인사장인 Jeff Belt는는는는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Varsity Theater 프로젝트는 REDC 프로세스가 동네 니즈에 

대응함으로써 어떻게 지역사회를 고양하는지의 우수한 예입니다. 우리는 이 극장의 

대개관에 박수를 보내며 연극, 교육 행사, 영화 및 커뮤니티 모임에 참석하는 분들이 

그것을 활용하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Buffalo 이스트사이드를 위한 활기찬 만남의 장소 

창조를 축하합니다." 

 

뉴욕주서부지역뉴욕주서부지역뉴욕주서부지역뉴욕주서부지역 경제개발협의회경제개발협의회경제개발협의회경제개발협의회 공동의장공동의장공동의장공동의장 겸겸겸겸 University at Buffalo 학장학장학장학장 Satish K. 

Tripathi는는는는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Varsity Theater는 우리 지역사회를 위한 신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극장은 주민들이 연극 작품을 즐기고, 강좌에 참가하고,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이스트사이드의 문화 초점입니다. 이 유서 깊은 극장은 

여러 세대 동안 이스트사이드의 중요 부분이었는데 우리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그러기를 상상합니다."  

 

상원의원상원의원상원의원상원의원 Timothy Kennedy는는는는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말했말했말했습니다습니다습니다습니다: "본인은 이 중요한 랜드마크의 

재탄생에 투자하신 Cuomo 지사와 뉴욕주서부지역 경제개발협의회에 감사드립니다. 

본인은 이 Buffalo 아이콘을 소생시키기 위한 주 보조금을 지지하여 자랑스러웠으며, 

Ibrahim Cisse의 헌신 덕분에 이제 우리 커뮤니티는 극장을 되찾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미래 세대를 위해 역사를 보전할 뿐만 아니라 경제 발전을 촉발하고 모든 연령의 

사람들이 즐길 고급 연예 경험을 제공하는 놀라운 자산을 우리 뒷뜰에 갖게 되었습니다." 

 

하원의원하원의원하원의원하원의원 Crystal Peoples-Stokes는는는는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본인은 Varsity Theatre의 

소생을 보니 흥분됩니다. 이것은 Bailey Avenue 동네를 위한 훌륭한 모임 장소와 이 

커뮤니티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촉매가 될 것입니다. 본인은 Cissé씨의 비범한 비전과 

Cuomo 지사의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Buffalo 시장시장시장시장 Byron Brown은은은은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를 완수하려는 

Ibrahim Cissé의 결의와 Bailey Avenue 비즈니스 지구 및 동네를 위한 그의 헌신에 

찬사를 보냅니다. Varsity Theatre는 이 동네에 진정한 자산이 될 것이며 우리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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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의 동네들에서 이 종류의 흥분과 투자를 지속적으로 보기 원합니다."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가정지역사회갱생부가정지역사회갱생부가정지역사회갱생부가정지역사회갱생부 커미셔너커미셔너커미셔너커미셔너 James S. Rubin은은은은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대학지구 커뮤니티 개발협회가 Varsity Theatre를 위한 이 새 장의 저자입니다. 이 

커뮤니티는 주지사의 지역 경제개발협의회의 이 필수 자금을 경쟁하여 따기 위해 

단결하였습니다. 성장하는 커뮤니티가 강한 커뮤니티인데 – HCR은 Varsity Theatre 

같은 프로젝트를 결실시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여 자랑스럽습니다." 

 

Empire State Development 총재총재총재총재, CEO & 커미셔너커미셔너커미셔너커미셔너 Howard Zemsky는는는는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우리는 WNYREDC가 Buffalo 이스트사이드의 유서 깊은 Varsity Theatre의 

재활성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여 기쁩니다. 이 극장은 이제 지역사회를 다양한 

방식으로 섬겨, 동네에 새 활기를 가져오고 광범위한 활동을 위해 지역 주민들이 즐길 

만남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Varsity Theatre를 소생시키기 위해 쉬지 않고 노력하신 모든 

분께 축하를 드립니다."  

 

대학지구대학지구대학지구대학지구 커뮤니티커뮤니티커뮤니티커뮤니티 개발협회장개발협회장개발협회장개발협회장 Roseann Scibilia는는는는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Theatre가 

커뮤니티가 공동 비전을 향해 노력할 때 달성할 수 있는 것의 상징이 될 때 동네가 

위대해집니다. 이 극장은 대학지구의 새 수도가 되었는데 우리는 이것이 시작일뿐이기를 

소망합니다!"  

 

지역지역지역지역 경제개발협의회경제개발협의회경제개발협의회경제개발협의회 소개소개소개소개 

지역 경제개발협의회 이니셔티브는 Cuomo 지사의 뉴욕주의 투자와 경제 발전을 위한 

혁신적 접근의 핵심 요소입니다. 2011년 Cuomo 지사는 10개의 지역 협의회를 설립하여 

해당 지역별 경제 성장을 위한 장기 전략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협의회는 비즈니스, 학계, 

지역 정부 및 비정부 단체 출신의 지역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공공-민간 

파트너십입니다. 지역 협의회는 지역사회를 바탕으로 한 상향식 접근법을 채택하고, 주 

자원에 대한 경쟁 절차를 확립함으로써 뉴욕주가 일자리 및 경제 성장에 투자하는 

방식을 재정의하였습니다. REDC 프로세스의 5개 차수를 통해 약 40억 달러가 각 지역의 

전략 계획에 맞는 4,100여 건의 일자리 창출 및 커뮤니티 개발 프로젝트에 교부되어 약 

200,000개 일자리의 창출 및 유지를 뒷받침하였습니다. 

 

2011년 이래 뉴욕주 서부지역 REDC는 지역을 위한 429건의 프로젝트를 뒷받침하는 총 

3억 5640만 달러의 커다란 금액을 확보하였습니다. 

 

지역 협의회에 대한 상세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www.regionalcouncils.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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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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