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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신흥신흥신흥신흥 나노나노나노나노 산업을산업을산업을산업을 위한위한위한위한 새새새새 허브에허브에허브에허브에 캘리포니아주캘리포니아주캘리포니아주캘리포니아주 영화제작영화제작영화제작영화제작 회사가회사가회사가회사가 닻을닻을닻을닻을 내릴내릴내릴내릴 것임을것임을것임을것임을 

발표발표발표발표   

 

기회를기회를기회를기회를 저울질하던저울질하던저울질하던저울질하던 캘리포니아주캘리포니아주캘리포니아주캘리포니아주 회사가회사가회사가회사가 뉴욕주로뉴욕주로뉴욕주로뉴욕주로 이전하기로이전하기로이전하기로이전하기로 선택선택선택선택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업스테이트 뉴욕의 급속 성장하는 영화 및 텔레비전 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첨단 비주얼 제작 연구 및 교육을 전문으로 할 Onondaga 카운티의 새로운 

중부뉴욕 신흥 나노산업 허브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CNSE가 주도할 이 시설은 나노기술을 

이용하여 영화 및 텔레비전 제작에 이용되는 컴퓨터 생성 이미지, 애니메이션 및 모션 캡처 기술의 

혁신을 추진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주지사는 오늘 또한 캘리포니아주에 소재한 영화 및 텔레비전 회사인 The Film House가 이 시설의 

최초 입주자가 될 것이며 그 본부, 제작, 후제작 및 배급 부서를 Syracuse로 옮길 것임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적어도 350개의 새 일자리와 150개의 건설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이 합의는 업스테이트 뉴욕의 경제를 재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지속시킵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영화 산업과 나노기술 부문은 신흥 산업이며 

뉴욕주는 혁신과 하이테크 일자리의 결실을 거둘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 산업을 뉴욕주에 

데려오고 있는 데 업스테이트가 그 길을 선도할 것입니다. Onondaga 카운티의 이 새 혁신 허브는  

연구와 교육을 위한 핫스팟이 될 것이며 중부 뉴욕주 지역에 수 백개의 새 일자리와 수 억달러의 

투자를 창출할 것입니다.” 

 

Onondaga 카운티 집행관 Joanie Mahoney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The Film house는 혁신적 

회사로서 그 존재 자체가 우리 커뮤니티를 위해 변혁적이 될 것입니다. 영화제작 세금감면 

프로그램을 만들어 이 프로젝트가 Onondaga 카운티에 올 수 있도록 하신 Cuomo 지사께 감사 

드립니다.” 

 

CNSE 선임 부사장 겸 CEO인 Alain Kaloyeros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오늘의 발표는 

Andrew Cuomo 지사의 리더십과 비전이 뉴욕주를 거의 모든 나노기술 관련 산업을 포함한 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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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기술 혁신 및 응용의 세계적 리더로 확립하여 단순한 컴퓨터칩 산업 이상의 관심과 투자를 

포착했다는 또 하나의 증거입니다. 뉴욕주의 나노기술 부문은 스마트폰을 더 스마트하게 만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일반인이 스마트폰으로 시청을 즐길 수 있는 영화 및 TV 쇼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The Film House를 뉴욕주로 환영하며 컴퓨터 생성 이미지, 3D 고해상도 그래픽 및 기타 많은 

신나는 분야에서의 발견을 추진하기 위해 이 회사의 리더들과 협력하기를 기대합니다.” 

 

The Film House의 사장 겸 CEO인 Ryan Johnson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전세계의 

장소들을 검토했지만 뉴욕주 같은 기회를 제의하는 곳이 없었습니다. Andrew Cuomo 지사가 

구현하는 것 같은 주 리더십, 숙련 인력, 하이테크 연구개발 집념, 그리고 이 주의 전반적 비즈니스 

친화적 환경 때문에 이곳이 우리 비즈니스, 우리 일자리 및 우리 투자가 있어야 할 곳임이 매우 

분명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화 제작 및 배급의 미래를 탐구함에 따라 독특한 학문적 가능성을 

창조할 것이 틀림 없는 것에서 CNSE와 제휴하여 흥분됩니다.” 

 

상원의원 John DeFrancisco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것은 중부 뉴욕주 지역이 첨단 비주얼 

제작을 연구할 신흥 나노 산업을 위한 새 허브의 홈이 될 것이라는 희소식입니다. 이 허브로 인해 

직접 관련된 일자리가 창출될 뿐만 아니라 지역의 기존 기업들이 혜택을 볼 파생 효과도 나타날 

것입니다.” 

 

하원의원 Bill Magnarelli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Cuomo 지사는 업스테이트 경제에 초점을 

맞출 것임을 맹세했는데 본인은 주지사가 Syracuse에서 바로 그것을 하는 것을 보니 행복합니다. 이 

신나는 새 산업은 새 첨단 일자리를 창출하여 우리 지역의 경제를 강화하고 우리 젊은이들이 여기 

중부 뉴욕주 지역에 머물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영화 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Onondaga 카운티는 현재 Syracuse International Film Festival과 

협력하여 Onondaga 카운티 영화위원회를 조직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Onondaga 

카운티에서의 영화 제작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케팅, 조율 및 물류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7개년 성장 계획에 근거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7개년에 걸쳐 1억 5000만 달러 

이상의 민간 투자와 초기 125개 일자리 및 궁극적으로 최소 35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CNSE는 Dewitt 소재 Collamer Crossings 비즈니스 파크에 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1500만 달러를 

제공할 것입니다. Onondaga 카운티는 부지 공사에 140만 달러를 투자하여 전체 비즈니스 파크가 

기공 준비되게 하였으며 카운티 IDA는 새 입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습니다.  

 

시설은 학계, 정부, 민간 부문을 제휴시켜 뉴욕주를 하이테크 혁신의 글로벌 선두에 

자리매김시키는 첨단 산업을 유치함으로써 경제 발전을 추진하는 성공적 CNSE 모델을 본뜨고 

확장합니다. 

 

공사는 4월 1일까지 52,000 평방피트 건물에서 시작되어 10월까지 완공될 것입니다. 이어서 추가 

입주 기업들을 위한 추가 52,000 평방피트 건물에 대한 공사가 시작되어 2015년 봄까지 완공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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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다양한 교차 부문의 기업들을 유치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비즈니스 파크는 연구 

개발, 제조 및 사무 공간 등 다양한 기업들의 니즈를 해결하도록 구비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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