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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버펄로 매뉴팩처링 웍스(BUFFALO MANUFACTURING WORKS)의 

확장 및 이전 발표  

  

버펄로 매뉴팩처링 웍스(Buffalo Manufacturing Works)가 첨단 제조업을 위한 버펄로 

동쪽 허브인 노스랜드 코리도 재개발 지역(Northland Corridor Redevelopment 

Area)에 새로운 보급자리를 마련  

  

버펄로 매뉴팩처링 웍스(Buffalo Manufacturing Works)의 새로운 시설에 대한 

동영상은 여기에서 확인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버펄로 매뉴팩처링 웍스(Buffalo Manufacturing 

Works)가 노스랜드 애비뉴 683번지로 확장 이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곳은 현재 

노스랜드 코리도 재개발 지역(Northland Corridor Redevelopment Area)의 초기 기반 

건물인 노스랜드 센트럴(Northland Central)로 알려져 있습니다. 버펄로 매뉴팩처링 

웍스(Buffalo Manufacturing Works) 및 유관 시설은 노스랜드 노동력 훈련 

센터(Northland Workforce Training Center)에 합류하여 코리도(Corridor)를 웨스턴 뉴욕 

제조업체에 대한 업계 중심 민관 파트너십의 프리미어 모델로 변환하는 핵심 

구성원으로서 입지를 굳혔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버펄로 매뉴팩처링 웍스(Buffalo Manufacturing 

Works)는 민간 부문과의 협력이 웨스턴 뉴욕 제조업 경제의 경쟁력 증가로 성과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이번 확장은 경제 발전을 촉진하면서 제조와 혁신을 강화하는 

해결책을 찾겠다는 찾는 버펄로 매뉴팩처링 웍스(Buffalo Manufacturing Works)의 

사명을 이어갈 것입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버펄로 매뉴팩처링 웍스(Buffalo 

Manufacturing Works)의 새로운 보금자리는 버펄로 동쪽을 변화시키면서 웨스턴 뉴욕 

경제의 미래에 투자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의 일부입니다. 첨딘 제조 및 직업 훈련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스랜드에의 새로운 확장은 버펄로가 필요로 하는 

협력을 가져오며, 양질의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성장을 지원할 것입니다."  

  

2014년부터 이더블유아이(EWI)가 운영해 온 버펄로 버펄로 매뉴팩처링 웍스(Buffalo 

Manufacturing Works)는 현지 기업들과 협력하여 내부 제조, 엔지니어링, 연구 및 개발 

https://youtu.be/xrceTr79rbQ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버펄로 매뉴팩처링 웍스(Buffalo Manufacturing Works)의 협업 

네트워크는 모든 규모의 제조업체 및 시장 부문에 회사를 성장시키고 버펄로-

나이아가라 지역을 넘어 경제 발전을 확장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제공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5년 동안 멤버십은 다양한 업종에 걸쳐 45개 기업으로 성장했으며, 

132개 기업이 225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시작하거나 완료하여 1억 5,000만 달러에 

달하는 경제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버펄로 매뉴팩처링 웍스(Buffalo Manufacturing Works)는 다음과 같은 산업 부문에서 

자원을 제공합니다  

• 자동차  

• 항공우주  

• 국방  

• 가전제품  

• 정부  

• 석유 및 가스  

• 조선  

50,000 평방피트 규모의 새로운 최첨단 시설은 메인 스트리트에 위치한 버펄로 

매뉴팩처링 웍스(Buffalo Manufacturing Works)의 과거 설비보다 두 배 커서, 다음과 

같은 버펄로 최고의 선진 제조 회사들과 지속적인 협업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회사로는 

버펄로 매뉴팩처링 웍스(Buffalo Manufacturing Works), 인사이트 컨설팅(Insyte 

Consulting), 세계 무역 센터 버펄로 나이아가라(World Trade Center Buffalo Niagara), 

노스랜드 노동력 훈련 센터(Northland Workforce Training Center), 버펄로 나이아가라 

제조 연합(Buffalo Niagara Manufacturing Alliance) 등이 있습니다.  

  

3,350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 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Corp.)가 자금을 지원했고, 역사 보존 세금 공제와 추가 지역 대출 및 

공제에서 680만 달러를 조달했습니다. 버펄로 매뉴팩처링 웍스(Buffalo Manufacturing 

Works)는 현재 32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확장된 공간에서 30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창출될 예정입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의 커미셔너 대행 겸 대표, 

최고경영자 임명자인 Eric Gertl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버펄로 매뉴팩처링 

웍스(Buffalo Manufacturing Works)의 지속적인 성공과 확장은 지역 제조업체를 

지원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의 혁신 경제를 강화하는 가운데,버펄로의 

노스랜드 지역의 활성화에 보탬에 될 것입니다."  

  

버펄로 매뉴팩처링 웍스(Buffalo Manufacturing Works)의 Michael Ulbrich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확장을 통해 버펄로 매뉴팩처링 웍스(Buffalo Manufacturing 



 

 

Works)는 더 많은 역량을 추가하고, 더 많은 회원을 지원하며,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현장 개인 실험실에서 고객을 호스팅하고, 시프트(Shift) 서비스를 확장하고, 과학 

및 기술, 공학, 수학 학습 랩(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 Learning Lab, 

STEM Learning Lab)을 성장시켜 이 지역의 첨단 제조 부문의 성장을 촉진시킬 

것입니드. 우리의 새로운 공간은 혁신에 영감을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인스타일 컨설팅(Insyte Consulting)의 Ben Rand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스랜드에 위치한 모든 조직은 수년간 함께 일해왔지만, 같은 공간을 사용할 기회는 

여전히 우리를 과거와 연결시켜주는 버펄로 제조업의 새로운 장을 만들 것입니다. 

인사이트 컨설팅(Insyte Consulting)은 제조업체가 혁신하고 수익을 창출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노스랜드 노동력 훈련 센터(Northland Workforce Training Center)의 Stephen 

Tucker 대표 및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햇습니다. "노스랜드 노동력 훈련 

센터(Northland Workforce Training Center)는 버펄로 매뉴팩처링 웍스(Buffalo 

Manufacturing Works)의 이전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혁신적인 환경에서 미래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그들과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Tim Kennedy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버펄로 매뉴팩처링 웍스(Buffalo 

Manufacturing Works)의 이전 및 확장과 함께, 버펄로의 노스랜드 코리도(Northland 

Corridor)는 계속 강력한 성장을 지속하며 우리 지역의 경제를 촉진하고 혁신과 성장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숙련된 제조업체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버펄로를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기초로 삼고 다시 한 번 우리의 인력과 발전의 미래에 투자해주신 버펄로 

매뉴팩처링 웍스(Buffalo Manufacturing Works)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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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력 훈련 센터(Northland Workforce Training Center)로의 버펄로 매뉴팩처링 

웍스(Buffalo Manufacturing Works) 확장이전은 제조 및 직업 훈련 지역사회 간의 

완벽한 시너지를 만들 것입니다. 주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덕분에 이 파트너십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될 뿐만 아니라 지역 제조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중요한 혁신을 촉진할 

것입니다."  

  

Sean Ryan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스랜드 코리도(Northland 

Corridor)는 우리 지역사회의 제조 혁신의 중심지이며, 이 지역이 기업에 제공하는 

혜택을 다른 회사가 누리는 것을 보는 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노스랜드 

코리도(Northland Corridor)에서 발생하는 공공/민간 파트너십은 웨스턴 뉴욕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대한 

주지사의 리더십은 웨스턴 뉴욕 제조업체들에게 가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버펄로는 제조 기술의 혁신과 발전의 선두 주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것은 노스랜드에서 보아온 많은 훌륭한 발전 중 하나일 뿐이며, 우리 지역사회에 대한 

주정부 투자의 결과로 새로운 파트너십이 계속 발전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이리 카운티의 Mark Poloncarz 카운티 행정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버펄로 

매뉴팩처링 웍스(Buffalo Manufacturing Works)는 제조 체인의 중요한 연결 고리이며, 

공공 및 민간 부문 하나로 묶어 미래의 성장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들의 확장과 이전은 

노스랜드 센트럴(Northland Central)과 잘 어울리며, 이리 카운티의 경제 부문을 

강화시킵니다."  

  

Byron W. Brown 버펄로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의 완공식은 혁신적인 

노스랜드 코리도 프로젝트(Northland Corridor Project) 프로젝트의 또 다른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출범 2년차인 노스랜드 노동력 훈련 센터(Northland Workforce Training 

Center)와 인근의 버펄로 매뉴팩처링 웍스(Buffalo Manufacturing Works)를 통해, 

우리는 이제 노스랜드 캠퍼스에 두 개의 기반 시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또한 버펄로의 선진 제조업 경제를 확대하는 데에도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입니다."  

  

버펄로 매뉴팩처링 웍스(Buffalo Manufacturing Works)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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