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년 5월 15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버펄로 소재 시아노 빌딩(THE SIANO BUILDING) 개장 발표  

 

그랜트 스트리트(Grant Street) 인근 지역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보다 나은 버펄로 

기금(Better Buffalo Fund, BBF) 프로젝트  

 

여기에서 확인 가능한 공사 과정을 보여주는 동영상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버펄로의 그랜트 스트리트(Grant Street) 363 번지에 

위치한 시아노 빌딩(The Siano Building)이 개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230만 달러 

규모의 보다 나은 버펄로 기금(Better Buffalo Fund, BBF) 프로젝트는 비어있는 대지를 

소매 공간과 11 개의 아파트로 구성된 12,600 평방 피트의 복합용도 건물로 

변모시켰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버펄로의 부흥은 부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새로운 발전은 그 추진력이 되어 이 인접 지역을 더욱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아노 빌딩(The Siano Building)과 같은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통해 보다 나은 

버펄로 기금(Better Buffalo Fund)은 버펄로 지역 전체에 강력한 지역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동시에 잘 설계된 이웃 지역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이 새롭게 완공된 빌딩은 벽돌과 건축용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고정식 상점 전면 지붕 

차양, 돌출된 창, 건물 처마 장식 등과 같이 돌출된 요소들이 포함된 외관 디자인이 

마무리 시공되어 있습니다. 

 

오늘 개장식에 참석한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버펄로 

빌리언(Buffalo Billion) 프로그램의 보다 나은 버펄로 기금(Better Buffalo Fund)은 이 

도시의 경제적, 시민적 부흥의 핵심 요소인 이웃 지역 활성화에 촛점을 맞춥니다. 

440,000 달러의 지원금으로, 저희는 비어있는 대지를 활용하는 230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단행하여 그랜트 스트리트(Grant Street) 회랑 도로의 활기를 더하고 Cuomo 

주지사님의 웨스턴 뉴욕 경제 전략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발업자인 Matthew 

https://www.youtube.com/watch?v=EjPEB9oFwNM&feature=youtu.be


 

 

Siano씨와 Chris Siano 씨에게 우리 도시에 대한 비전과 약속에 대해 감사드리며 

축하드립니다.” 

 

Chris Siano씨와 Matthew Siano씨 두 형제로 구성된 지역사회를 생각하는 개발 팀인 

HES Properties I, LLC는 복합용도 빌딩의 건설과 관련한 비용으로 440,000 달러의 보다 

나은 버펄로 기금(BBF)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 보다 나은 버펄로 기금(BBF)은 교통 

회랑도로를 따라 밀도가 높은 성장을 장려하고 지역사회의 상업 지구를 활성화시키는 

프로젝트들에 전적으로 투자되는 4,000만 달러 규모의 버펄로 빌리언(Buffalo Billion) 

프로그램입니다. 

 

그랜트 스트리트(Grant) 363 번지에 위치한 이 빌딩은 Siano 형제가 그랜트 

스트리트(Grant Street)에서 추진하는 2번째 프로젝트 입니다. 이전의 Phil Martino's 

West Side Appliance and Furniture 빌딩은 2,000 평방 피트의 상업 공간과 2 개의 시장 

시세 가격의 아파트로 개조되었습니다. Siano 형제는 또한 그랜트 스트리트(Grant 

Street) 382 번지와 386 번지 소재 시정부 소유의 빈 대지 2 곳을 보다 상업적인 공간과 

아파트로 변모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그랜트 스트리트(Grant Street) 지역은 새롭게 개조된 아파트, 더 

많아진 카페, 서점, 기타 소규모 비즈니스로 활성화되었습니다. 이 기업들 중 일부는 지난 

몇 년 사이에 이 지역에서 정착한 이민자와 난민 기업가들이 시작하고 운영하여 거리의 

번영에 일조를 했습니다. 

 

Chris Siano, HES Properties I LLC 공동 설립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Matt와 저는 이 

발전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 우리가 단행한 최근의 투자에 대해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프로젝트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저희는 지속적으로 

그랜트 스트리트(Grant Street)에 계속 투자하면서 저희 설계 및 시공 일괄 수행팀과 

시정부와 바라건대 주정부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함께 일하기를 기대합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사장 겸 최고경영자인 

Howard Zemsky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아노 빌딩(The Siano Building)은 

우리 지역사회에서 새로운 삶이 숨쉬는 현명한 성장 프로젝트를 통해 저희가 만들고 

있는 전략적 투자의 훌륭한 사례입니다. Cuomo 주지사님의 리더십 아래, 저희는 

비어있는 대지들이 상업용 회랑 도로와 이웃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고품질의 복합용도 

공간으로 변모하는 상황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Tim Kennedy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아노 빌딩(The Siano 

Building)과 같은 프로젝트들이 보다 나은 버펄로 기금(Better Buffalo Fund)의 지속적인 

투자와 Cuomo 주지사님의 리더십 덕분에 부분적으로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인접 

지역들이 꼬리를 물고 교통 회랑도로를 따라 변화와 성장을 목격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우리 도시가 서로 연결되어 보행에 적합한 도시가 될 것입니다. 저는 주정부의 공약에 



 

 

감사드리며 기다리고 있는 기회를 맞이할 수 있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Sean Ryan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새로운 복합용도 빌딩은 성장하고 

있는 그랜트 스트리트(Grant Street) 인근 지역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버펄로 

빌리언(Buffalo Billion) 프로그램과 보다 나은 버펄로 기금(Better Buffalo Fund)은 새로운 

버펄로(New Buffalo)에 필수적인 요소들입니다. 이 프로젝트와 다른 프로젝트들에 

제공되는 지원금은 인접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버펄로 시 전 지역의 경제적 발전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Mark Poloncarz 이리 카운티 행정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아노 빌딩(The Siano 

Building)과 같은 프로젝트들에 대한 투자는 지역사회 활성화 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좋은 

방법이며 인접 지역, 그 지역 주민, 비즈니스나 다른 이유들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변모된 환경에서 오는 엄청난 효과를 끼칩니다. Cuomo 주지사님과 보다 나은 버펄로 

기금(Better Buffalo Fund) 덕분에 한때 비어있던 대지가 지역사회에서 새롭게 환영받는 

장소를 만들어 내면서 잠재적인 주민들과 기업에 매력적인 복합용도 빌딩으로 

변모했습니다. 이 역사적인 그랜트 스트리트(Grant Street)의 회복은 속도를 높이고 

있으며 시아노 빌딩(The Siano Building)과 같은 프로젝트들은 바라는 결과를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Byron Brown 버펄로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보다 나은 버펄로 기금(Better 

Buffalo Fund)을 통해 우리 시와 지속적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원해 주신 Andrew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기금은 버펄로 빌리언(Buffalo Billion) 프로그램을 

통해 버펄로 시에 4,000만 달러를 지원해 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금의 활성화 

프로젝트들 중 하나인 시아노 빌딩(The Siano Building)의 개장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이 

비어있던 대지가 소매점과 주택들이 갖추어진 230만 달러 규모의 건물로 변모한 것은 

우리 시에서 희망과 기회의 새로운 시대가 계속되는 것을 북돋우면서 우리가 버펄로의 

웨스트 사이드에서 목격할 수 있는 성장의 또 다른 사례입니다.” 

 

David Rivera 시의회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랜트 스트리트(Grant Street)는 

웨스트 사이드 바로 이곳의 다양성, 문화, 성장 등이 구현된 거리입니다. 보다 나은 

버펄로 기금(Better Buffalo Fund)은 시아노 빌딩(The Siano Building)과 같은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시아노 빌딩 프로젝트는 그랜트 스트리트(Grant Street)가 있는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버펄로 시에서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인접 지역이 되도록 이 장소를 완전히 

개발할 것입니다. 복합용도개발 지구에서 대안 교통을 권장하는, 보행에 적합한 인접 

지역은 모든 주민에게 혜택이 되는 현명하게 협업할 수 있는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랜트 스트리트(Grant Street)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 Siano 형제들과 

아울러 보다 나은 버펄로 기금(Better Buffalo Fund)에게도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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