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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커낼사이드의 역사적인 회전목마 프로젝트 건설 이정표 발표  

  

새로운 회전목마 건물은 워터프론트 재개발의 전반적인 비전을 위해 추가  

  

회전목마의 사진은 여기에서 확인 가능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캐널사이드(Canalside)의 버펄로 헤리티지 

캐러셀(Buffalo Heritage Carousel) 프로젝트가 거의 완료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강철 

프레임, 오르간 및 회전목마가 캐널사이드의 새로운 목재 프레임 건물 내에 설치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드 안젤리스(De Angelis) 회전목마가 완공되면, 이는 일 년 내내 

버펄로 워터프론트의 가족 친화적인 관광 명소가 될 것이며, 익스플로어 앤 모어 어린이 

박물관(Explore & More Children's Museum)의 인기과 모든 연령대의 방문객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기반으로 할 것입니다. 이 회전목마는 올여름에 개장할 예정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드 안젤리스 회전목마는 버펄로의 멋진 

워터프론트에서 진행되는 흥미진진한 변화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계속 경제를 재개하고 

복구를 잘해나감에 따라, 다채롭고 역사적인 이 명소의 이정표는 커낼사이드와 같은 

프로젝트에 대한 할 수 있다는 태도로 알려진 도시의 전반적인 활성화를 위한 주의 오랜 

노력을 상기 시켜 줍니다." 

  

버펄로 헤리티지 회전목마의 작업 예술가들이 세심하게 복원한 고풍스러운 회전목마 중 

첫 번째가 오늘 원형 하우스로 이동했습니다. Wurlitzer에서 제조한 가장 인기 있는 모델 

중 하나인 #153 Wurlitzer 밴드 오르간도 설치되었습니다. 이는 컴퓨터 기술을 통해 

회전목마와 사용될 음악 스크롤을 재생할 것입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커낼사이드는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 

훌륭한 장소가 되었으며 드 안젤리스 회전목마는 곧 스타 명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판데믹 이후의 미래를 준비할 때, 드 안젤리스 회전목마는 희망의 빛을 밝히고 활발한 

버펄로 워터프론트의 재탄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ECHDC 회장 Robert Gioia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버펄로의 워터프론트는 놀랍게 

변화하였고 버펄로 헤리티지 회전목마가 더 많은 방문객을 커낼사이드로 유치하는 데 

도움을 주며 그러한 진전에 기반한 멋진 명소가 될 것입니다. 가족들이 이 화려한 

회전목마를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난해에 개관한 회전목마 프로젝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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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스플로어 앤 모어 어린이 박물관과 롱세드(Longshed) 프로젝트를 보완하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감각적인 체험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회전목마는 오하이오주 매리언(Marion)의 캐러셀 앤 카빙스(Carousel and Carvings)가 

제작한 맞춤형 강철 구조물 위에 놓여있습니다. 이 강철 부품은 1924년에 Dominick De 

Angelis를 위해 노스 토나완다(North Tonawanda)의 Spillman 엔지니어링사에 의해 

제작된 빈티지 동물원인 공원 스타일의 회전목마를 지지하기 위해 용접 및 볼트로 

고정될 것입니다. 회전목마는 1950년대까지 운영되었으며, 2016년 버펄로 

워터프론트에 가족 친화적인 여가 시설을 만들고 웨스턴 뉴욕의 상업 유산을 

기념하겠다는 의지를 지닌 Margaret L. Wendt 재단(Margaret L. Wendt Foundation)의 

도움을 받아 버펄로 헤리티지 캐러셀이 소유권을 가질 때까지 드 안젤리스 가족이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Laurie A. Hauer-LaDuca 버펄로 문화유산 회전목마 주식회사(Buffalo Heritage 

Carousel, Inc.) 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버펄로 헤리티지 회전목마의 사명은 

태양력으로 구동되는 현지 제조된 역사적인 목재 회전목마를 가족 명소로 버펄로 

지역사회에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전에 대한 믿음을 가진 많은 사람의 엄청난 

지원 덕분에 개장일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저희 복원 작업장에서 회전목마의 동물과 

원형 보드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주신 복원 자원봉사자들의 엄청난 노력과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회전목마 프로젝트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가 이룬 위대한 

진전을 축하하게 되어 기쁩니다. 가족들이 다시 즐기고 감상할 수 있고, 커낼사이드의 

보석이 되어줄 회전목마의 성대한 개막일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운드 하우스 건물에 대해 400만 달러, 회전목마에 100만 달러, 운영에 80십만 달러가 

투입된 이 580만 달러 프로젝트는 뉴욕주 전력청(New York Power Authority, NYPA)의 

자금을 통해 이리 운하 하버 개발 조합(Erie Canal Harbor Development 

Corporation)에서 120만 달러 이상을 지원했으며, 2007년 나이아가라 전력 

프로젝트(Niagara Power Project)의 연방 정부 재허가의 결과로써 지역에 투자된 

것입니다. 추가로 46만 5천 달러가 버펄로 및 이리 카운티 그린웨이 위원회(Buffalo and 

Erie County Greenway Committee)를 통해 제공되었으며, 이는 NYPA의 자금 지원을 

받은 것입니다. KeyBank와 퍼스트 나이아가라 재단(First Niagara Foundation)은 120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Sean Ryan 하원의원은 회전목마 복원을 위해 60만 달러의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Chris Jacobs 상원의원은 건물에 대한 50만 달러의 보조금을 확보했고, 버펄로 및 이리 

카운티 그린웨이 위원회는 자본 비용, 회전목마, 시설 비용으로 464,824달러를 

제공했습니다. Margaret L. Wendt 재단은 회전목마 인수를 위한 25만 달러의 첫 

기부자였고, 가장 최근에는 Ralph C Wilson 재단(Ralph C Wilson Foundation)과 

Russell J. Salvatore 재단(Russell J. Salvatore Foundation)의 25만 달러 보조금과 

동일한 자본 캠페인에 추가로 25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Wegmans는 다른 사업 중 



 

 

하나이며 개인들은 동물원의 동물 중 하나를 데려가거나 프로젝트 캠페인에 

기여했습니다.  

  

뉴욕 전력청(NYPA)의 John R. Koelmel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버펄로 및 이리 

카운티 그린웨이 상임위원회가 수여하는 이 프로젝트에 대한 뉴욕 전력청의 지지는 

커낼사이드 개발에 대한 그들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복원된 회전목마는 지역 

주민과 관광객 모두를 위한 훌륭한 명소가 될 것입니다."  

주정부는 버펄로 내항(Inner Harbor) 변화에 9,000만 달러 이상을 약속했습니다. 이는 

현재 커낼사이드라고 알려진 다목적 도시 엔터테인먼트 관광지로, 눈에 띄는 웨스턴 

뉴욕 부활의 중요 촉진 요소로서 국내 및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008년 5월 

이래 대중에게 공개된 커낼사이드는 커머셜 슬립(Commercial Slip), 

보드워크(Boardwalk), 히스토릭 레플리카 커낼(Historic Replica Canals) 등 원래의 이리 

운하의 부분들을 완전히 복원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연간 약 150만 명의 방문자가 가는 연중 관광지인 커낼사이드는 팬데믹 

기간에도 이벤트, 콘서트 가족 활동, 놀이기구, 역사 및 문화 프로그램, 예술, 음식 등 

제한된 행사를 제공하며, 웨스턴 뉴욕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고 선보입니다. 또한, 

히스토릭 레플리카 커낼(Historic Replica Canals)은 겨울 동안 얼어붙어 뉴욕주에서 

가장 큰 야외 아이스 스케이트 링크가 됩니다.  

  

Brian Higgins 연방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커낼사이드에서 우리는 미래를 

재건하고 역사를 강조함으로써 고유의 버펄로 명소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리 운하, 

롱쉐드(Longshed), 미국 전함, 그리고 현재 회전목마의 역사는 오늘과 내일의 방문객을 

위해 재창조되었습니다. 버펄로의 워터프론트에 가족 친화적인 장소를 추가하게 되어 

기쁩니다."  

  

Sean Ryan 상원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판데믹으로부터 계속 

회복하는 동안, 버펄로 헤리티지 캐러셀과 함께 번성하는 커낼사이드는 우리 지역의 

경제 회복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버펄로 헤리티지 캐러셀은 커낼사이드의 기존 

편의 시설을 보완하는 합리적인 명소가 될 것이며,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가족들이 

방문하여 이러한 부흥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버펄로 헤리티지 캐러셀은 우리 지역 

발전의 상징이며, 새로운 한 해 동안 명소가 될 커낼사이드의 개방을 기대합니다."  

  

Jon Rivera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버펄로 헤리티지 캐러셀은 커낼사이드에 

아주 적합한 프로젝트입니다. 그것은 버펄로 워터프론트의 놀라운 부흥에 지역 역사의 

새로운 장을 추가하는 일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이 100년 가까이 된 회전목마를 

세심하게 되살렸으며 이제 사람들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이를 즐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Crystal Peoples-Stokes 뉴욕주 하원 다수당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버펄로 

헤리티지 회전목마 공사에 관련된 모든 분, 특히 페인트 칠 작업을 도운 자원봉사자들께 

축하를 전하고 싶습니다. 커낼사이드에 더해진 이 회전목마를 통해 더욱 안전하고 



 

 

즐거운 가족 오락거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는 웨스턴 뉴욕에 세워진 

회전목마와 태양열 패널에 대한 아이들과 어른들을 위한 훌륭한 역사 교육이기도 

합니다." 

  

버펄로 시의 Byron W. Brown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전목마의 도착은 드 

안젤리스 캐러셀의 개장으로 가는 흥분되는 단계입니다. 이 회전목마는 일 년 내내 

버펄로 워터프론트의 가족 친화적인 관광 명소가 될 것이며, 익스플로어 앤 모어 어린이 

박물관의 인기에 기반해 모든 연령대의 방문객을 위한 다양한 야외 활동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Andrew Cuomo 주지사와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사(Empire State 

Development Corporation)가 버펄로시의 워터프론트를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드는 것을 

돕기 위한 또 다른 주요 투자입니다."  

  

버펄로 문화유산 회전목마 주식회사(Buffalo Heritage Carousel, Inc.) 소개 

버펄로 문화유산 회전목마 주식회사는 501c3 비영리 단체로 설립되었습니다. 1924년에 

노스 토나완다(North Tonawanda)의 스필먼 엔지니어링(Spillman Engineering)이 

제작한 빈티지 동물원, 공원 스타일의 회전목마를 구입하고 복원하여 커낼사이드의 

도심 워터프론트에 있는 건물에 회전목마를 설치합니다. 회전목마는 태양열을 동력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버펄로 문화유산 회전목마 주식회사의 사명은 엔터테인먼트 및 

교육을 제공하고, 웨스턴 뉴욕의 회전목마 제작 역사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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