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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버펄로 블랙 어치버스 박물관 완공 발표  

  

버펄로 빌리언의 자금 지원을 받은 박물관으로 버펄로 및 미국의 아메리카계 미국인 

역사의 주요 성과 및 사건을 기념  

  

사진 및 렌더링은 여기에서 확인 가능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버펄로 블랙 어치버스 박물관(Buffalo Black Achievers 

Museum)의 개관을 발표했습니다. 버펄로 시 이스트 사이드(East Side) 제퍼슨 

애비뉴(Jefferson Avenue)에 위치한 이 박물관은 과거는 물론 현재 버펄로를 건설했으며 

도시의 미래를 계획하고 있는 주목할 만한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관련된 전시와 전시품을 

영구적으로 보관하며, 방문객들에게 정보와 교육, 영감을 제공합니다. 이 박물관은 

Cuomo 주지사가 진행하는 5,000만 달러 규모의 이스트 사이드 코리도 경제 개발 

기금(East Side Corridor Economic Development Fund), 버펄로 빌리언(Buffalo Billion)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200,0000 달러의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에서 우리는 다양성이 우리의 가장 큰 

강점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따라서 우리는 뉴욕주의 독창적인 다문화 정체성에 

커다란 기여를 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을 기념합니다. 버펄로 블랙 어치버스 박물관은 

웨스턴 뉴욕의 과거 와 미래에 이 지역사회가 남긴 흔적을 강조하여 주민은 물론 

방문객들이 이를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합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버펄로 블랙 어치버스 박물관은 지난 45년 

동안 성과를 내고 지역사회에 기여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을 기념합니다. 버펄로 블랙 

어치버스 박물관의 완공은 마침내 2,5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역사와 이야기를 담아 다른 

사람에게 교육과 영감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를 위한 진정한 정의와 평등을 

위한 투쟁을 계속하는 가운데 반드시 뉴욕은 물론 전국에서 아프리카계 커뮤니티의 

기여와 성취를 계속 인정해야 합니다."  

  

블랙 어치버스 주식회사(Black Achievers Inc.)의 Herbert L. Bellamy Jr. 

대표/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블랙 어치버스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겪는 

불평등과 인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8년 전 시작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그 당시에 

중요했고 지금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우리 나라는 미국의 주류에 아프리카계 미국인을 

포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으나, 여전히 갈 길이 멉니다. 버펄로 블랙 어치버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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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는 매일 엄청난 일을 해내는 평범한 사람들의 역사이며 바로 미국의 역사 그 

자체입니다."  

  

버펄로 블랙 어치버스 박물관은 아프리카계 미국인 지역사회의 회원들의 업적과 기여에 

대한 정보를 방문객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인터랙티브 전시 형태를 취합니다. 박물관은 

사진, 텍스트 패널, 스트리밍 비디오 및 3차원 유물 전시 등을 통해 이러한 사람들의 

업적을 조망합니다. 박물관은 또한 창립자의 방, 미디어 룸/극장, 성취자의 벽(Wall of 

Achievers)등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10년 단위의 정보를 담고 있는 정보 전시 및 

패널을 갖추고 있습니다.  

  

박물관의 주요 대상은 모든 연령대의 학생뿐만 아니라 버펄로 출신의 역사 애호가,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역사와 유산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하는 사람 등입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 성취자들의 이야기는 개인의 성취와 인내 등을 나타내며, 재개발을 

마친 도시 지역에 위치한 장소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전하는 한편, 버펄로 역사에 대한 

아프리카계 미국인 지역사회의 참여를 강조합니다. 또한 관광객에게 도시의 새로운 

르네상스를 목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버펄로 블랙 어치버스 박물관은 공중 보건 및 안전 기준을 따르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관람 시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약자에 한하여 716-884-

149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5년이 넘는 기간 동안 블랙 어치버스 주식회사는 매년 열린 연회에서 아프리카계 

미국인을 기념하며, 지역사회에 대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다양한 성취를 소개하고 

기념했습니다. 박물관의 개장과 함께, 특히 청소년을 비롯한 방문객들은 블랙 어치버스 

주식회사가 과거에 기념한 2,500명 이상의 위대한 사람들의 업적에 대해 이해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영감을 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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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 최고경영자 임명자인 Eric Gertl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버펄로 블랙 어치버스 

박물관은 이스트 사이드의 활성화에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버펄로를 세운 사람들에게 

바치는 이 공간은 도시의 다채로운 과거를 기념할 뿐 아니라, 향후 세대 및 지역사회 

전체에 경제 및 문화적 동력이 되어 줄 것입니다."   

  

버펄로 블랙 어치버스 박물관은 1490 제퍼슨 애비뉴의 주거 및 상업 공간인 벨라미 

커먼스(Bellamy Commons)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SD는 원래 인수, 철거 및 건물 

건설과 관련된 프로젝트에 500,000 달러를 지원한 후 추가 비용 증가분인 100,000 

달러를 제공했습니다. 제퍼슨 애비뉴 상업 통행로에서 진행된 건설 프로젝트는 2015년 

8월 완공되었습니다.   

  

Cuomo 주지사가 진행하는 5,000만 달러 규모의 이스트 사이드 코리도 경제 개발 기금은 

이전에 발표된 이스트 사이드 지원금인 1,000만 달러 규모의 이웃 안정화 

이니셔티브(Neighborhood Stabilization Initiative), 500만 달러 규모의 버펄로 센트럴 



 

 

터미널(Buffalo Central Terminal) 등 2017년부터 진행된 총 6,500만 달러 규모의 투자에 

추가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이스트 사이드 코리도 경제 개발 기금 5,000만 달러는 네 

미시간, 제퍼슨, 필모어, 베일리 애비뉴 등 네 곳의 상업 통행로에 대한 투자를 통해 

버펄로의 이스트 사이드 활성화를 도모하는 이니셔티브입니다.  이 기금은 유서깊은 

건물 보존, 인근 지역 자산을 위한 자본 개선 재정 지원, 상업 기회 확대, 인프라 개선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대한 복합 용도 민간 투자 촉진을 통해 전통적인 주요 도로와 상업용 

선형 교통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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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치버스 박물관은 과거와 현재 모두 버펄로시와 웨스턴, 뉴욕에 대한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헤아릴 수없는 공헌을 기념하는 장소입니다. 뉴욕주에서 제공하는 이 200,000 

달러의 보조금은 이 박물관이 계속해서 아프리카계 미국인 업적을 소개하도록 보장할 

것이며, 학생들에게 영감을 주고 매년 수천 명의 방문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Tim Kennedy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버펄로 블랙 어치버스 박물관의 완공과 

함께, 버펄로는 이 도시의 위대한 아프리카계 미국인 지도자와 인상적인 업적을 

기념하기 위한 노력에 한 걸음 다가갔으며, 퀸즈 시티에 대한 외부의 관심을 유치하고 

관광업을 부흥시키고 있습니다. 뉴욕이 이러한 중요한 성취와 기여를 보전하기 위해 

투자하는 것을 보게 되어 기브며, 우리의 위대한 도시에 앞으로 다가올 정신을 

기념합니다."   

  

버펄로 시의 Byron W. Brown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새로운 박물관은 버펄로의 

청소년뿐만 아니라 관광객을 유치할 훌륭한 교육 수단이자 영감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이곳은 우리 도시와 우리 나라에 대한 공헌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아프리카계 미국인 

버펄로 주민들에게 바치는 훌륭한 찬사입니다. 우리 도시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주민들은 

버펄로 건설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도시의 르네상스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버펄로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커뮤니티의 이야기를 듣고자 수십 년 동안 노력해주신 

Herbert Bellamy, Jr. 및 블랙 어치버스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영감을 주는 박물관의 

건설을 가능하게 해준 버펄로 빌리언 기금을 제공해주신 Cuomo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이리 카운티의 Mark Poloncarz 카운티 행정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버펄로 블랙 

어치버스 박물관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우리 지역사회와 우리 지역에 기여한 것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방문객들에게 이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다음 세대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는 선조들이 써내려간 것이며, 버펄로의 풍부하지만 주목받지 

못했던 간과된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역사는 일상에서 지역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 

온 사람들의 이야기와 함께 살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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