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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3년 12월 17일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DYNAMAX IMAGING이이이이 SUNY 나노대학의나노대학의나노대학의나노대학의 스마트스마트스마트스마트 STC에서에서에서에서 첨단첨단첨단첨단 일자리를일자리를일자리를일자리를 

추가하기로추가하기로추가하기로추가하기로 했다고했다고했다고했다고 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  

 

Greater Rochester 지역의지역의지역의지역의 CNSE STC에에에에 자본자본자본자본 투자투자투자투자 및및및및 일자리일자리일자리일자리 창출이창출이창출이창출이 증가하면증가하면증가하면증가하면 해외로해외로해외로해외로 나갔던나갔던나갔던나갔던 

제조업체들의제조업체들의제조업체들의제조업체들의 귀환이귀환이귀환이귀환이 더더더더욱욱욱욱 촉진될촉진될촉진될촉진될 수수수수 있을있을있을있을 것이다것이다것이다것이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Dynamax Imaging이 내년에 Canandaigua에 소재한 SUNY CNSE 

스마트 STC(System Technology & Commercialization) 센터에 최대 50개의 첨단 일자리를 추가로 

확충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추가 일자리는 CNSE의 STC 시설에 들어선 CNSE의 나노 

조립 인프라를 비롯해 나노기술 연구, 개발, 상업화를 지원하는 CNSE의 뛰어난 인프라 지원에 대한 

접근을 활용하면서 해외로 나간 사업부를 “되돌아오게 하는” 기회로 생겨났습니다. 

 

“Rochester에 투자를 단행하기로 한 Dynamax의 결정은 이 지역 인력의 우수성 및 고숙련 

노동자들과 성장하기 좋은 환경을 찾는 기업들에게 최고의 후보지로 새롭게 떠오고 있다는 또 

다른 사례라 하겠습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뉴욕에서 발전하는 나노기술 지역에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기면 해외로 나간 일자리가 이곳으로 계속 몰려올 것입니다.” 

 

“오늘 발표는 Andrew Cuomo의 혁신이 가미된 경제 성장 전략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증거입니다”라고 CNSE 와해성 기술(Disruptive Technologies) 부사장 겸 CNSE STC 이사인 Paul 

Tolley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해외로 나간 일자리가 돌아오는 것을 비롯해 Dynamax가 새로운 사업 

부지에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신규 일자리, 업체, 투자를 Western New York에 유치하기 위해 CNSE의 STC에 첨단 에코시스템이 

구축되고 있습니다.” 

 

Dynamax Imaging은 고성능 CMOS 영상 센서 개발의 글로벌 선도업체입니다. 이 영상 센서는 HDTV 

캠코더, 평면 패널 디스플레이; 과학 분야의 이미징 및 생물통계학 기술; 방위 애플리케이션용으로 

사용되는 보안 및 감시 시스템을 비롯해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Dynamax Imaging은 CNSE의 STC 시설에 300만여 달러의 첨단 장비를 설치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Dynamax Imaging은 몇 천 평방피트이 사무실과 나노 제조 청정실 공간을 활용하여 

CNSE의 STC에서 수 천 입방 피트 공간의 사무실과 무균실을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Active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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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sor™(ACS®) 기술을 바탕으로 픽셀, 센서, 시스템 아키텍처 등의 확장적이며 급성장하는 IP 

포트폴리오를 더욱 개발하는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이 회사는 최근 지난 11월 14일 주지사 사무소, 뉴욕주 노동부, CNSE가 공동 주최한 Rochester에서 

개최된 Nano 취업박람회에 참가하였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Dynamax는 첨단 청정실 작업자 및 

기술자를 뽑는 일자리에 다수의 후보자들을 물색해놓았으며, 현재 이 일자리에 적합한 분들을 

뽑기 위한 두 번째 인터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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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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