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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4년 10월 3일 

 

CUOMO 주지사는주지사는주지사는주지사는 BETTER BUFFALO FUND 신청이신청이신청이신청이 현재현재현재현재 가능하다고가능하다고가능하다고가능하다고 발표발표발표발표 

 

Buffalo Billion의의의의 최신최신최신최신 구성구성구성구성 요소는요소는요소는요소는 “Main Streets”와와와와 대중대중대중대중 교통교통교통교통 지역을지역을지역을지역을 따라따라따라따라 3천만천만천만천만 달러까지달러까지달러까지달러까지 개발을개발을개발을개발을 

위해위해위해위해 사용사용사용사용 가능합니다가능합니다가능합니다가능합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Buffalo에서 “Main Streets”를 개발하고 도시 주변의 대중 교통 

지향 개발을 강화하기 위한 Better Buffalo Fund를 통해 자금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고 발표했습니다. 

교통 지역을 따라 밀도와 성장을 촉진하고 상업 구역 주변을 활성화하는 사업에 전념하는 사업에 

3천만 달러까지 사용될 것입니다. 신청 기한은 2014년 12월 1일까지이며 여기에서 가능합니다. 

사이트의 맵은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Buffalo의 다양한 지역과 활기찬 관광 명소로는 이 곳을 가장 흥미로운 도시 중 하나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 사업과 함께 우리는 Queen 도시가 제공하는 모든 것들을 더 쉽게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Buffalo의 선도로 모멘텀은 뉴욕 주 서부에서 

성장하고 있으며, 저는 Better Buffalo Fund가 이 움직임을 바른 방향으로 이동하게 할 것으로 

믿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은 기존의 회랑 지대에서 성장을 강조하고 대체 운송 및 걸을 수 있는 

도보성을 장려하는 대중 교통 지향 개발(Transit Oriented Development) 프로젝트를 위한 보조금 및 

회전 대출 기금을 관리합니다. 자급 조달에서 2백만 달러까지의 차액은 Bailey Avenue, Grant Street, 

Main Street, Niagara Street and Utica Street 회랑 지대에서 Buffalo 교통 정류소에서 1/4 마일 지역 

내의 걸을 수 있는 곳에서의 고밀도 개발(주택, 고용 및 소매)을 홍보하는 프로젝트를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교통의 사용을 장려하고 소매 및 지역 중심의 사업 및 서비스를 통해 보행자의 

활동을 자극하는 프로젝트는 품질 공공 장소 및 접근 통로가 돕고 있습니다.  

 

활성화 전략은 현대적인 시설과 인프라,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잘 디자인 된 친절한 주변 지역과 

함께 활기찬 번성하는 도시, 모든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자산으로 Buffalo의 중심의 

활동을 연결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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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ffalo Main Streets 사업은 뉴욕 주 Main Street 프로그램을 모델로 만든 것이며 역사적인 

사업지구의 활성화와 상업 지구의 복합 용도 지역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Buffalo시의 비영리 및 지역 기업 협회에서 5만 달러에 50만 달러까지의 교부금요청을 고려할 

것입니다. 기금은 이산, 혼합 사용 대상 지역에서 보수 공사 및 공공 공간 개선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Better Buffalo Main Street 사업은 다음과 같은 일반 상업 회랑 지역 내에서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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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Upper 

Niagara Street. 예상되는 효과로는 민간 개발을 유치하고 지원하기 위한 물리적 인프라 개선, 

역동적인 인력을 유치하고 유지하기 위한 지역의 도시 중심 및 근처에서 밀집된 복합 사용 재개발 

조성, 기존 및 미래 거주자들을 위해 고용 및 교육에 대한 접근을 개선하기 위한 교통 연결에 

투자를 포함합니다.  

 

서부 뉴욕 지역 경제 개발 위원회 공동 의장이자 Buffalo 대학 총장 Satish K. Tripathi은 “효율적인 

인프라와 활성화된 접근 가능한 지역 사회는 Buffalo 지역의 사업에 대한 매력을 높일 것입니다.” 

Cuomo 주지사의 엄청난 노력이 포함된 이 사업은 서부 뉴욕에서 혁신을 가속화하고 지역 사회를 

번영하도록 하는 인간적 물리적 자산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서부 뉴욕주 지역 경제개발위원회 공동의장 겸 Larkin Development Group의 업무집행 파트너인 

Howard A. Zemsky는 “Buffalo의 순간은 지금입니다. Buffalo Billion 활성화 전략은 지역의 

지속적이고 의미 있는 변환을 개발하기 위해 앞으로 이미 나아가는 사업들을 만들 것입니다. 

Cuomo 지사의 리더십은 우리 경제를 구동하기 위한 Buffalo Billion의 성공의 열쇠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상원 의원 Mark Grisanti는 “Better Buffalo Fund의 아이디어는 경제 및 지역 사회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Cuomo 주지사가 서부 뉴요커들을 위해 만드는 사람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이 방법에 집중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상원 의원 Tim Kennedy는 “뉴욕 서부가 지속적으로 전례 없는 성장을 거치면서, Better Buffalo 

Fund는 스마트 성장을 위한 중요하고 필요한 초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일하고 

살고 여가 시간을 보내는 장소 간의 연결이 있길 바랍니다. 잘 계획된 전략은 직장과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재미있는 활동을 모두 근처에서 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는 활기찬 지역을 

만들 것입니다. 이 사업은 Buffalo 시의 활성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원 의원 Crystal Peoples-Stokes는 “우리는 확인되지 않은 무분별한의 비용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바깥으로 나가게 될 때 교통 및 인프라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은 어려우며 비용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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듭니다. 사람들이 도시로 돌아오는 것은 Cuomo 주지사의 Better Buffalo Fund을 통해 사려 깊은 

계획과 개발을 통해 통합되며 이는 서부 뉴요커들을 위한 걸을 수 있는 사용자 편이의 직장으로 더 

효율적이며 잘 연결되는 주변 환경을 만들 것입니다. 

 

하원 의원 Sean Ryan은 “Better Buffalo 자금 지원은 Buffalo 시의 주민들과 기업을 위해 더 밝은 

미래를 구축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주변 지역을 개선하고 그들이 새롭거나 기존의 일자리에 

잘 연결되어 있도록 함으로써, Better Buffalo 자금 지원은 우리가 Buffalo와 서부 뉴욕에서 보아온 

커다란 경제 발전을 계속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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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원 의원 Michael Kearns는 “좋은 임금의 일자리에서 좋은, 잘 작동하는 주변 지역으로의 쉬운 

출퇴근은 더 나은 Buffalo를 만들며, 이는 이 자금 지원이 만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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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rie 카운티 이그제큐티브 Mark Poloncarz는 “Buffalo에서 모든 모멘텀과 성장하는 고용 기회로, 

우리가 기존의 대중 교통을 따라 주변 지역을 일자리를 연결하는 것은 또한 중요합니다. Better 

Buffalo Fund은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자금을 투자합니다. 저는 이 필요성을 인식한 Cuomo 

주지사에게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Buffalo 시장 Byron Brown은 “이 자금은 Buffalo Billion에 의해 만들어진 이 고용 기회를 Buffalo의 

주변 지역 중심으로 연결합니다. 이 자금 지원을 통한 강한 주변 지역 센터와 향상된 삶의 질이 

없이 Buffalo Billion은 그 전체 잠재력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Cuomo 주지사는 Buffalo의 모든 

시민들을 포함하는 그가 취한 경제 개발 포괄적인 접근에 대해 칭찬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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