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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5년 1월 15일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BAK USA LLC가가가가 새새새새 글로벌글로벌글로벌글로벌 본부를본부를본부를본부를 BUFFALO에에에에 그랜드그랜드그랜드그랜드 오프닝함을오프닝함을오프닝함을오프닝함을 발표발표발표발표 

 

이이이이 하이테크하이테크하이테크하이테크 START-UP NY 기업은기업은기업은기업은 자체자체자체자체 브랜드브랜드브랜드브랜드 전자전자전자전자 태블릿을태블릿을태블릿을태블릿을 생산하는생산하는생산하는생산하는 최초의최초의최초의최초의 미국미국미국미국 기업들기업들기업들기업들 중중중중 

하나입니다하나입니다하나입니다하나입니다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Buffalo의 East Side에 위치하면서 START-UP NY에 참여하는 최초의 

기업들 중 하나인 Bak USA LLC의 새 글로벌 본부의 대개관을 발표하였습니다. 자체 브랜드의 전자 

태블릿을 생산하는 최초의 미국 기업들 중 하나인 이 하이테크 회사는 Compass East에 위치하며 

425 Michigan Avenue 소재 Sheehan Memorial Hospital 구부지의 최상층에 10,000 평방피트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본부를 Buffalo에 위치시키기로 한 Bak의 결정은 이 도시와 START-UP NY을 위한 또 하나의 

성공 스토리입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Bak 같은 투자는 뉴욕주 서부 지역의 성장과 

발전을 증대하며 뉴욕주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끕니다.” 

 

Empire State Development의 사장, CEO 겸 커미셔너인 Kenneth Adams는 말했습니다: “주지사의 

획기적인 START-UP NY 이니셔티브에 참여하는 최초의 기업들 중 하나인 Bak의 새 글로벌 본부 

대개관을 우리가 기념하는 오늘은 Buffalo를 위해 매우 흥분되는 날입니다. Bak은 우리 행정부의 

시작부터 우리가 추구해온 목표인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을 도와서 START-UP NY이 매우 짧은 

기간에 달성에 성공하였습니다.” 

 

Empire State Development의 신임 사장, CEO 겸 커미셔너인 Howard Zemsky 는 말했습니다: “게임 

규칙을 바꾸는 START-UP NY 이니셔티브를 포함하여 Cuomo 지사의 경제 개발 노력은 Buffalo와 

뉴욕주 전역에 커다란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새 글로벌 본부를 여기에 개설하려는 Bak의 

결정은 엠파이어 스테이트가 지역, 전국 및 전세계로부터 기업과 일자리를 유치할 수 있는 능력을 

대변하는 것이며, 저는 이 회사가 Queen City에서 성공하기를 기대합니다.” 

 

내년에 Buffalo에 1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약속한 Bak은 첫 번째 직원들 교육을 2014년 12월 

1일에 시작하였으며 현재까지 이미 500여대의 전자 태블릿을 생산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기기를 

80,000대 생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회사는 현재 가격대가 $100 ~ $140인 태블릿 두 모델을 

생산합니다. 한 모델은 Wi-Fi 전용이고, 다른 모델은 3G 데이터 접속을 활용합니다; 4G 모델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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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입니다.  

 

Bak의 Buffalo 비즈니스는 2010년 아이티 대지진 후 아이티에서의 회사 작업에 바탕을 둡니다. 

그곳에서 덴마크인 공동 창업자들인 Ulla와 JP Bak은 포르토프랭스에 Sûrtab SA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기기를 제조할 근로자들을 훈련하였습니다. 그 사업의 목표는 지역 주민들에게 후한 

임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교육에서의 디지털 갭을 메울 저렴하고 튼튼한 전자 태블릿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Bak USA LLC의 공동 창업자 겸 사장인 Ulla Bak은 말했습니다: “오늘은 Bak USA와 20명의 회사 

가족에게 꿈이 이루어진 날입니다. 단 6개월만에 우리는 매우 많은 것을 성취하였으며 우리가 

Buffalo에 약속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저는 Bak이 Buffalo의 하이테크 변신의 일부가 되게 

한 START-UP NY 프로그램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이러한 유대는 우리의 사회적 기업 모델이 여기 

Buffalo에서 공고히 되고 전세계로 확장되는 데 긴요합니다. 또한 저는 지역 정부와 비영리 

단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기 Buffalo에서 집처럼 편안하게 느끼도록 해주신 수 많은 주민들께도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Bak USA LLC의 공동 창업자 JP Bak 은 말했습니다: “오늘의 그랜드 오프닝은 Buffalo에 회사의 

세계본부 설립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길의 걸음마다 축복 받았는데 우리의 

여정은 시작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전세계 학생들의 배움에 도움이 되는 저렴한 제품, 오랫 

동안 유지되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진정한 영향을 미칠 제품을 시장에 내놓기를 원했기 때문에 Bak 

USA를 창설하였습니다. Bak USA는 이 시급한 문제를 풀기 위한 매우 작은 걸음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입니다: 우리는 전세계 문맹을 해결하는 데 기여하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역적 노력의 일환으로 Bak은 학생들에게 실습 경험을 제공하고 회사의 제품 개발 및 효율 증진을 

도울 상급 설계 과정에 SUNY Buffalo 엔지니어링 학생들을 참여시킬 것입니다. 또한 회사는 사회적 

기업가 정신 프로그램 및 활동에서 경영대학원의 기업가 리더십 센터와 협력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Buffalo Niagara Enterprise는 존경 받는 영화 제작자 John Paget을 고용하여 “Bak USA의 

삶에서의 하루”를 포착하는 비디오를 제작하였습니다. 동영상은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SUNY Buffalo 학장인 Satish Tripathi 박사는 말했습니다: “Bak은 우리가 Buffalo에서 실현하고 있는 

비전을 굳게 믿으며, 우리 지역사회에 투자하여 여기 사는 주민들을 위한 기회를 창출하려는 

신념을 공유합니다. 우리는 Bak이 우리의 위대한 도시를 위해 구축하고 있는 밝은 미래의 핵심 

부분이 되기로 결정하여 기쁘며, University at Buffalo는 그 미래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Bak USA와 

제휴하여 흥분됩니다.” 

 

하원의원 Crystal Peoples-Stokes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START-UP NY 프로그램이 

Buffalo의 East Side에 일자리 형식으로 가져오고 있는 모멘텀을 뚜렷이 보여줍니다. 본인은 Bak 

USA가 전세계의 필요한 지역에 기술을 전달하면서 지역에 필요한 고용 기회도 제공하는 사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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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사를 보냅니다. 본인은 Buffalo에 이전하는 기업들 추세가 2015년 내내 지속되기를 기대합니다. 

본인은 Buffalo의 East Side 커뮤니티를 위해 이 기회를 확보하신 Cuomo 지사와 그의 팀에 박수를 

보냅니다; 저는 향후에 Bak USA와 협력하기를 기대합니다.”  

 

Tim Kennedy 상원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본인은 여기 Buffalo에 글로벌 본부 닻을 내린 

Bak USA에 박수를 보내며, Ulla와 JP를 좋은 이웃들의 도시로 환영합니다. 그들은 START-UP NY의 

혜택을 활용하여 기회를 창출하고 지역사회와 협조 관계를 구축하는 성공적인 기업 소유주들의 

주요 모범입니다. Compass East에 후한 임금의 일자리를 계속 가져옴으로써 우리는 Buffalo의 

이스트 사이드에 인력을 구축하고, 그들이 속한 여기 뉴욕주 서부 지역에 일자리를 유지합니다.” 

 

Buffalo 시장 Byron Brown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것은 Buffalo의 진보, 즉, 새 업종을 우리 

시에 유치하여 당장 우리 주민들을 취업시키는 것을 나타냅니다. 오늘 Bak USA 제조 설비의 그랜드 

오프닝은 Buffalo를 위해 신나는 시기에 이루어졌으며, 우리가 50년만에 본 것보다 더 많은 건설 

활동이 진행 중입니다. 본인은 Buffalo를 위해 구 Sheehan Hospital 부지의 이 제조 시설에 새 생명을 

불어 넣고, 새 삶과 경력을 시작하기 위해 Buffalo에 이끌려 오신 난민과 저소득 가족에게 훌륭한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J.P.와 Ulla Bak의 집념에 감사합니다. Buffalo의 큰 모멘텀에 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카운티 집행관 Mark Poloncarz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Bak USA의 신규 설비 그랜드 오프닝을 

축하드리며, 여기 Erie 카운티에 위치하기로 한 그들의 비전과 결단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Baks는 

태블릿 및 폰 조립 시설을 다른 곳에 둘 수도 있었지만 사업과 지역사회 모두를 구축할 장소로 

여기를 선택하였습니다. Bak USA의 비즈니스 모델은 불우이웃들이 조립 시설의 1층에 들어와서 

첨단 업종을 배우고 자신과 가족을 부양할 기술들을 개발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것이 새 Erie 

카운티이며, Bak USA 같은 기업들이 우리 지역사회를 구축하면서 우리의 경제적 변신도 돕고 

있습니다.” 

 

하원의원 Brian Higgins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것은 전통적 경제 개발을 뛰어넘는 

이야기입니다. Bak USA는 뉴욕주 서부 지역, 우리 인력, 우리 학생들과 우리 도시에 투자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여기 Buffalo의 그들 본부 사람들은 전세계 문맹 퇴치를 위한 도구를 제공하려는 

더 큰 노력에 속할 것입니다.” 

 

Buffalo Niagara Enterpirse의 사장 & CEO인 Thomas Kucharski 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Ulla 및 JP Bak과 든든한 전문적 및 개인적 관계를 확립하여 자랑스러워 합니다. 첨단 

제조업과 외국인 직접 투자 기회는 우리 지역의 우선사항이며 BNE의 전략 전망의 중요 

요소입니다. 미국 어디서든 최초의 PC 태블릿 조립 회사들 중 하나가 되는 것은 우리 도시 핵심에서 

그러한 의미 있는 일자리 창출과 투자가 수반되어 이 산업 클러스터의 가치를 강화하고 Start-Up NY 

같은 프로그램이 Buffalo Niagara가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경쟁하도록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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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k USA LLC 소개소개소개소개 

Bak USA LLC는 저가 PC 태블릿 및 폰의 조립 및 판매를 통해 보편적 교육, 고용 및 보편적 접속성의 

증진을 추구하는 다국적 사회적 기업입니다. Bak 가족에 의해 창립된 이 회사는 Buffalo 시 

지역사회의 역동적 주민들을 고용하여 다운타운에서 기기를 조립함으로써 틈새 태블릿 공장의 

도입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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