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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BUFFALO의의의의 EAST SIDE에에에에 새로운새로운새로운새로운 인력개발센터인력개발센터인력개발센터인력개발센터 건립을건립을건립을건립을 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  
 

새로새로새로새로 건립되는건립되는건립되는건립되는 인력훈련센터인력훈련센터인력훈련센터인력훈련센터, 4,400만만만만 달러달러달러달러 규모의규모의규모의규모의 Northland Avenue  
Belt Line Corridor 비즈니스비즈니스비즈니스비즈니스 공원에공원에공원에공원에 들어서다들어서다들어서다들어서다 

 

지역지역지역지역 거주민들이거주민들이거주민들이거주민들이 첨단첨단첨단첨단 제조제조제조제조 및및및및 전기전기전기전기 유틸리티유틸리티유틸리티유틸리티 일자리일자리일자리일자리 기회를기회를기회를기회를 얻기얻기얻기얻기 위해위해위해위해 교육교육교육교육 받을받을받을받을 예정예정예정예정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첨단 제조 및 에너지 부문에서의 경력자들에게 교육 

기회를 주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허브인 Western New York Workforce 

Development Center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Buffalo의 East Side에 자리할 예정인 이 

센터는 지난 25년 동안 비어 있던 683 Northland Avenue에 100,000 평방피트 규모의 

건물에 들어설 것입니다. 
 

“이곳 Buffalo에서 우리는 이 곳을 채우는 데 필요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연유로 새 인력개발센터가 아주 중요합니다. 직원들은 이 새로운 일자리를 

채우는데 필요한 기술을 알고 있고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전체 지역과 사회가 함께 능력을 개발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런 

곳이 East Side에 있습니다. New Buffalo에는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오늘 

발표는 이러한 비전을 실현시킬 수 있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 인력개발센터는 Buffalo Billion의 중요 프로젝트이자 전략적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는 뉴욕 전력청의 인력의 중심지로서 확신에 차고 다양한 고숙련 근로자들이 21세기 

전력 유틸리티와 첨단 제조 산업의 도전에 부응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첨단제조훈련센터와 미래 & 청정에너지 훈련센터 유틸리티라는 두 곳의 

훈련시설을 마련합니다. 
 

Western New York 인력개발센터는 Buffalo Billion으로부터 최고 2,900만 달러의 자금을 

지원 받을 계획입니다. Cuomo 주지사는 뉴욕전력청의 2015년도 예산 및 4개년 

재무운용계획에서 승인이 이뤄짐에 따라 뉴욕전력청 이사회가 이 센터의 에너지 교육 

부문에 최고 1,500만 달러의 투자를 승인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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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ffalo의 East Side에 대한 이 새로운 벤처 사업은 지난 4년 동안 일궈낸 더 큰 Western 

New York 지역이 경험한 놀라운 성장에 지역 주민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주지사가 

앞장서서 진행하고 있는 대대적인 주정부 투자의 일환입니다. 주정부가 East Side에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와 자세한 내용의 일부를 보려면, 여기 를 클릭하십시오.  
 

뉴욕전력청, Empire State Development, 뉴욕주연구개발청, 뉴욕주전력가스회사, 

National Grid, Rochester 가스전력회사는 이 교육 및 훈련 사업에 대한 자신들의 역할과 

지원을 담은 양해각서(MOU)에 서명하였습니다.  
 

뒤이어 2014년 9월에 East Side의 Northland Avenue Belt Line Corridor 내 50에이커 

규모의 나대지 또는 활용되지 않고 있는 산업용지의 인수와 부지 계획에 Buffalo Billion의 

일환인 670만 달러를 사용할 것임을 발표하였습니다. 뉴욕주 경제 개발 기관인 Empire 

State Development은 Buffalo시의 비영리 토지 매립 및 개발 기관인 Buffalo 도시 개발 

공사에 교부금을 제공하여 자금으로 토지를 구매하고 재개발하도록 하였습니다.  
 

교육 프로그램 설계, 프로그램 및 부지 관리, 타당성 및 재정 지속 가능성을 포함한 

인력개발센터의 비즈니스 계획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Buffalo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는 최근에 구입한 부동산의 재개발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LiRo Engineers가 

이끄는 컨설턴트 팀을 고용하였습니다. LiRo는 문서 분석, 각 부동산에 대한 상세한 상태 

분석 준비, 부동산 마케팅 전략 개발, 뉴욕주환경품질검토법 준수 협조 및 재개발계획 

완료 임무를 맡았습니다. LiRo는 Buffalo를 기반으로 한 Mustard Seed Consulting와 

협력하면서 Northland Avenue Belt Line Corridor의 마스터 계획을 위해 커뮤니티 

아웃리치 활동도 시작하였으며, 향후 몇 주에서 몇 개월 안에 커뮤니티 리더들과 공개 

포럼 및 미팅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 지역의 개발은 City of Buffalo의 길거리 풍경과 

인프라 개선도 함께 이뤄질 것입니다. 
 

첨단제조훈련센터는 지역 일꾼들의 취업 능력 격차를 메워야 할 제조업체의 필요에 

부응할 것입니다. 오늘날 제조업은 이 지역에서 3번째로 큰 산업 분야로 고용률은 5만여 

명에 달하고 지역 총생산(GRP)은 63억 달러에 달합니다. 업계 전망에 따르면 앞으로 

2020년까지 Buffalo/Niagara의 제조 산업은 은퇴와 성장으로 인해 약 17,000여 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그러나 이 지역의 인력은 현재 이러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업무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Empire State Development의 사장, CEO & 커미셔너인 Howard Zemsky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지의 재개발은 Western New York 지역 경제 개발위원회의 스마트 성장 

전략을 지원하고 집에서 도보 거리 내에 미래의 고용 기회와 함께 많은 지역 주민에게 

제공 할 것입니다.” 
 

Utility of the Future & Clean Energy Training 현 전기 유틸리티 작업자의 30%가 앞으로 

5-10년 이내에 퇴직할 수 있기 때문에 Center에서의 뉴욕전력청의 활동은 혁신적인 

교육, 채용, 인력 보유 전략의 필요성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이곳은 현역 및 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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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에게 미래의 전력망으로 넘어가는 진보하는 에너지 업계의 필요한 기술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합니다. 
 

뉴욕전력청의 John Koelmel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센터가 완전하게 작동하게 

되면 Western New York이 그에 따른 이득을 거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역 내 폭넓은 

범위의 유틸리티와 기타 회사들에서 숙련된 일손의 필요에 크게 부응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이 밖에도, 확대된 인재풀은 다른 기업들을 이곳에 

유치하도록 이끄는 확실한 유인책이 될 것입니다.” 
 

뉴욕전력청의 Gil C. Quiniones 사장 겸 CE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센터는 뉴욕 

소비자들과 기업들의 장기적인 전력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전력망을 까는 주지사의 

활동에 중요한 사항이 될 것입니다. 뉴욕주가 에너지 미래를 안전하게 확보하는 유일한 

방법은 의욕적이고 숙련된 유틸리티 인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세대 유틸리티 

인력과 엔지니어들을 필요로 하며, 동시에 현 인력들의 기술 능력도 증대해나가고 

있습니다.” 
 

인력 개발은 주지사의 에너지 비전 개혁 사업의 진행과 함께 점차 중요해졌습니다. 이 

사업은 뉴욕주에서의 전력 분배 및 사용 방법을 근본적으로 변화해나갈 것입니다. 이 

센터는 뉴욕전력청과 다른 유틸리티들로 하여금 혁신 기술을 기존 운영 방식에 신속하게 

통합하도록 준비하게 하고 신입 직원들을 위한 고숙련 인재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이 사업은 이 지역에서 점차 증가하는 재생에너지 산업을 도모하도록 설계될 

예정입니다. Buffalo는 곧 세계 최대 태양전지패널 생산 플랜트인 SolarCity가 들어서는 

곳이 될 것입니다. 이 플랜트는 South Buffalo의 RiverBend 부지에 들어서서 이 지역에 

많은 신규 에너지 관련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Northland Avenue Belt Line Corridor는 주거/상업/공업 지역으로 Buffalo의 East 

Side에서 그 규모와 인구 밀도의 측면에서 가장 광범위한 산업 지역 중 하나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곳은 뉴욕 중앙 “Beltline”을 포함하여 여러 주요 철도 회랑 지역이 

합류하는 곳으로 제조업의 중심지로 개발되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근 100년 동안, 

683 Northland는 Niagara Machine & Tool Works (후에 Clearing Niagara로 바뀜)의 

본고장이었습니다. 1879년 George J. Munschauer에 의해 설립된 Niagara Machine은 

Northeast에서 동종 업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회사 중의 한 곳으로 성장했습니다. 이 

회사는 판금용 스탬핑 프레스와 프레스 브레이트를 설계 및 제작하고 이를 전세계 

자동차 및 장비 제조업체로 판매하였습니다.  
 

Tim Kennedy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Buffalo의 East Side에 대한 꼭 필요한 

투자를 통해서 우리는 빈 건물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고 너무나 오랫동안 외면해왔던 

이웃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4,400만 달러 규모의 이 숙련된 

훈련시설 건립으로 사람들이 제조 및 전기 유틸리티 산업 분야에서 성공하는 데 필요한 

도구, 지식, 경험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Cuomo 주지사는 Buffalo 시의 성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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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곳을 고향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Crystal Peoples-Stokes 주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도시 동쪽에서의 Buffalo 

Billion 개발은 전략 투자를 통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Western New York 

인력개발센터는 첨단 제조 및 나날이 성장하는 에너지 부분에서 경력자들의 취업 기회를 

주기 위한 교육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것입니다. 회사들이 성장 및 

확장해나가려면 숙련된 인력이 필요합니다. 200,000 평방피트의 시설은 민간부문 인력 

필요에 부응하는 공공부문 활동에 집중할 것입니다. Buffalo와 Western New York에서 

지속적인 전략 투자를 단행해주시는 Cuomo 주지사께 감사 드립니다. 
 

Buffalo 시장 Byron Brow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Buffalo에서 경제 성장과 기회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는 도시 주민들을 미래의 일자리와 연결시켜주는 일에 계속 

집중해나가야 합니다. Buffalo의 East Side에 새로운 인력개발센터가 그렇게 해나갈 

것입니다. Buffalo와 우리 시의 첨단 제조 및 에너지 부문 산업의 성장 필요성에 부응할 

준비를 갖춘 다양한 숙련된 인력을 창출하는 공통된 목표를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는 Andrew Cuomo 주지사께 감사 드립니다.”  
 

Erie 카운티장인 Mark Poloncarz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Buffalo와 Erie 카운티에 다시 한 

번 남다른 관심과 활동을 펼쳐주시고 인력훈련센터 설립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시는 

Cuomo 주지사께 감사 드립니다. 이 프로젝트는 지역 근로자들을 우수한 경력자로 

교육시키면서 동시에 East Side의 경제를 부흥시킬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모든 

커뮤니티들이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제 르네상스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Erie 카운티에서 새로운 태도에 대한 좋은 모범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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