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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11/2016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ANDREW M. CUOMO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주지사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ATHENEX의의의의 대확장으로대확장으로대확장으로대확장으로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서부서부서부서부 지역에지역에지역에지역에 1,400개의개의개의개의 일자리를일자리를일자리를일자리를 

창출할창출할창출할창출할 것이라고것이라고것이라고것이라고 발표발표발표발표 
 

Athenex(구구구구 Kinex)가가가가 약물약물약물약물 발견발견발견발견 및및및및 첨단첨단첨단첨단 제조제조제조제조 파트너십에파트너십에파트너십에파트너십에 16.2억억억억 달러를달러를달러를달러를 투자하여투자하여투자하여투자하여 향후향후향후향후 
10년에년에년에년에 걸쳐걸쳐걸쳐걸쳐 Dunkirk에에에에 900개의개의개의개의 일자리외일자리외일자리외일자리외 Buffalo에에에에 500개의개의개의개의 일자리를일자리를일자리를일자리를 창출창출창출창출 

 

주정부는주정부는주정부는주정부는 Buffalo 의학의학의학의학 혁신혁신혁신혁신 및및및및 상용화상용화상용화상용화 허브를허브를허브를허브를 지원하고지원하고지원하고지원하고 이이이이 지역을지역을지역을지역을 위한위한위한위한 새새새새 기회를기회를기회를기회를 
창출하기창출하기창출하기창출하기 위해위해위해위해 2억억억억 2500만만만만 달러를달러를달러를달러를 투자투자투자투자 

 

300,000 평방피트의평방피트의평방피트의평방피트의 새새새새 시설시설시설시설 완성도를완성도를완성도를완성도를 여기에서여기에서여기에서여기에서 볼볼볼볼 수수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있습니다있습니다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Athenex의 대확장으로 뉴욕주 서부 지역에 1,4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SUNY Polytechnic Institute와의 

파트너십으로 가능하게 된 이 발표는 Buffalo의 Conventus Building에 있는 Athenex의 

북미 본부 대확장뿐만 아니라 Dunkirk에 300,000 평방피트의 첨단 제조 시설의 설립을 

포함합니다. 이 종합 프로젝트는 Athenex에 10년에 걸쳐 뉴욕주의 2억 2500만 달러 

투자와 함께 16.2억 달러 투자를 시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뉴욕주 서부 지역의 경제적 탈바꿈은 전세계 기업 및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라고 Cuomo 지사는지사는지사는지사는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Buffalo 내와 주변의 비즈니스 개발 환경은 

이곳이 뿌리를 내려 번영할 적지임을 첨단 기업들에게 분명히 하였습니다. 제약 기반 

개발이든, 의학 연구, 청정 기술 또는 첨단 제조이든 이 지역은 놀라운 기회화 성장 

잠재력으로 정의됩니다. 본인은 어디든 갈 수 있었던 Athenex의 이 신나는 새 장 시작을 

자랑스럽게 축하합니다. 이 시작으로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과 주의 경제를 

더욱 튼튼하게 할 것입니다.” 
 

Athenex는 University of Buffalo에서 창업하여 2003년에 업스테이트 뉴욕의 100개 이상 

지역 기업 및 의학 리더들이 약속한 10년 자금 흐름으로 확장되었습니다.  
 

Athenex의의의의 CEO 겸겸겸겸 회장인회장인회장인회장인 Johnson Lau 박사는박사는박사는박사는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우리는 

뉴욕주 내에 많은 새 일자리를 유치하려는 Cuomo 지사의 리더십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경제 개발을 위한 그의 집념은 우리가 다른 어디서도 보지 못한 인상적인 

‘비즈니스를 위해 열린’ 문화를 성공적으로 침투시켰습니다. 우리는 SUNY Polytechnic 

Institute의 Alain Kaloyeros 박사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뉴욕주의 집단 리더십은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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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를 많은 산업에 걸친 차세대 제조업의 글로벌 리더로 급속히 변모시키고 있습니다. 

이 파트너십으로 전세계 수 백만 암환자들이 뉴욕주에서 이루어지는 종양약의 혜택을 볼 

것입니다." 
 

SUNY Polytechnic Institute의의의의 창설창설창설창설 원장원장원장원장 겸겸겸겸 CEO인인인인 Alain E. Kaloyeros 박사는박사는박사는박사는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Athenex 같은 확립되고 존경 받는 향토 성장 기업에 의한 Buffalo 및 

뉴욕주 서부 지역을 위한 이 원투 펀치는 Andrew Cuomo 지사의 혁신 주도 경제 개발 

전략이 업스테이트 뉴욕 전체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재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는 또 

하나의 분명한 증거입니다. 전세계에서 이미 사업하고 있는 기업이 뉴욕주에서 

성장하겠다는 비즈니스 결정을 하는 것은 Cuomo 지사가 이룩한 것에 대한 실질적 

증명입니다. Buffalo와 업스테이트의 인력, 태도 및 모멘텀으로 뉴욕주는 전세계적 

규모에서 경쟁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Empire State Development 총재총재총재총재, CEO & 커미셔너커미셔너커미셔너커미셔너 Howard Zemsky는는는는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주와 민간의 합동 투자를 통한 Athenex의 이 대확장은 Buffalo와 뉴욕주 

서부 지역에 뿌리내린 역동적 비즈니스 환경을 재강화할 뿐만 아니라 외부 비즈니스 

관심을 유인하고, Athenex의 경우, 초기 발전을 조성한 지역사회에 향토 기업을 

유지하는 지역 경제의 창조 및 발전을 위한 Cuomo 지사의 비전을 입증합니다. 이는 지탱 

가능한 첨단 고임금 일자리를 제공할 독특한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통해 우리 지역의 

비즈니스 발전을 뒷받침하려는 주지사 결심의 완벽한 예입니다.” 
 

Athenex는 뉴욕주 서부 지역에서 다음 10년에 걸쳐 노동, 자재 및 용품에 최소 16.2억 

달러를 투자할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1,400개의 새로운 직간접 

일자리(Buffalo에 500개 및 Dunkirk에 900개 일자리)가 창출될 것입니다: 첨단 제조, 제품 

방식, 규제, 약물부작용감시, 본부 요원 및 기업 용역 제공. 뉴욕주는 SUNY Polytechnic 

Institute를 통해 Buffalo 및 Dunkirk 지역에 총 2억 2500만 달러를 투자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 Dunkirk: 주정부가 2억 달러를 투자하여 High Pharmacy Oncology 제조 시설을 

설립하면, Athenex는 그것을 활용하여 전세계 출하를 위한 전문 통제 환경의 멸균 

고효능 종양약을 제조할 것입니다. 이러한 약은 전세계 암환자를 위한 가장 

중요한 종양약에 속합니다. 이 공장은 또한 FDA의 약 부족 리스트에 종종 

등장하는 종양 제약품의 제조를 전문으로 할 것입니다. 이 같은 전문 공장은 

북미에서 15년 동안 건립되지 않았습니다. 이 시설은 Dunkirk시 경계선 북동쪽  

Lake Shore Drive East(루트 5)에 위치할 것입니다. Athenex는 High Pharmacy 

Oncology 제조 시설에 최소 15.2억 달러를 투자하고 Dunkirk 지역에 9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주정부는 이 시설과 시설을 위해 구입되는 도구들을 

소유할 것입니다. 시설의 완성도를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 Buffalo: 주정부는 2500만 달러를 투자하여 Buffalo Niagara Medical Campus의 

Conventus Building 6층을 확장 개선할 것입니다. Athenex는 북미본부, 

공식약품개발센터 및 파일럿 공장을 위해 장기 임대에 의거 51,000 평방피트를 

차지할 것입니다. 그곳에서 종양약품이 다듬어져서 그 기술이 대규모 생산을 위해 



 

Korean 

Dunkirk에 이전됩니다. Athenex는 최소 1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며 Buffalo에 총 

5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정부는 6층 공간을 임차하여 

그것을 Athenex에 10년 기간 재임대할 것이며, Athenex는 추가 10년을 추가할 

옵션을 갖습니다. 사무 공간 건설은 2015년 8월에 시작되었습니다; 랩 공사는 곧 

시작될 것인데 이번 가을에 완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주와의 파트너십은 뉴욕주에서 Athenex의 존립 및 성장을 확보하고 뉴욕주 서부 

지역 여러 장소에 고임금의 새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이 파트너십은 또한 의학 연구에서 

이룩된 투자를 첨단 제약품에서의 장기 지탱 가능한 제조 일자리로 전환시키려는 목표를 

가속화합니다.  
 

오늘날, Athenex는 다음에 위치한 여러 사무소 및 제조 시설을 거느린 글로벌 

기업입니다: Buffalo 및 Clarence, NY; Cranford, NJ; 타이완 타이페이; 홍콩; 중국 충칭. 

Athenex의 대투자자로는 2014년에 타임지에 의해 전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사람들 

중 하나 겸 중국의 가장 성공적 투자자들 중 한 명으로 지명된 Ma Huateng 같은 

전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기술 기업가들 중 일부가 있습니다. Athenex 이사회는 글로벌 

입지를 반영하여 캐나다 19대 수상 Kim Campbell과 Morgan Stanley 아시아의 전 

부회장, 이사 겸 부서장 Song-Yi Zhang을 포함합니다. 
 

하원의원하원의원하원의원하원의원 Tom Reed는는는는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우리는 Chautauqua 카운티와 나머지 

뉴욕주 서부 지역을 앞으로 여러 세대 동안 집으로 부를 곳으로 만들기 희망하는 근로 

가족들을 보살핍니다. 너무 오랫동안 이리한 가족들은 불경기의 예봉을 감당하였는데 

고맙게도 그것은 바뀌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뉴욕주와 Chautauqua 카운티를 더욱 

경쟁력 있게 만들기 위해 당파와 모든 정부 레벨들을 초월하여 단결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노력을 축하하고 우리가 주와 전세계로부터 900여개의 

양질의 가족 부양 일자리를 도로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뉴스에 더 이상 기뼈할 수 없으며 Chautauqua 카운티를 지지하여 뉴욕주 서부 지역에 이 

투자를 만든 Andrew Cuomo 지사, 주 상원의원 Cathy Young 및 주 하원의원 Andy 

Goodell께 감사드립니다.”  
 

상원의원상원의원상원의원상원의원 Catharine Young은은은은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바로 여기 Dunkirk에 수 백개 

일자리가 창출되고 십억 달러 이상이 투자된다는 이 발표는 뉴욕주 서부 지역의 경기가 

호전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지역은 오늘 Cuomo 지사 덕분에 더욱 튼튼하고, 더욱 

번영하며, 더욱 경쟁력이 있으며, 본인은 우리가 그 진보를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랫 

동안 긍정적 영향을 주는 식으로 계속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흥분됩니다.  
 

상원의원상원의원상원의원상원의원 Tim Kennedy는는는는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뉴욕주 서부 지역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번영하여 기회의 새로운 높이에 도달하는지의 또 다른 예를 보고 

있습니다. Athenex와 뉴욕주 사이의 파트너십은 지역에 약 2,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추가 16억 달러를 가져올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오랫 동안 그 혜택을 지속적으로 

볼 발전입니다. 우리는 바로 우리 뒷뜰에서 그리고 바로 여기 성장하는 Buffalo Niagara 

Medical Campus에서 암요법 및 약 개발의 첨단 작업을 하고 있는 Athenex 같은 기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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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본인은 Athenex가 우리 지역에 가져오는 가치를 인식하고 

뉴욕주 서부 지역에 그들의 발자국을 확장하도록 주 예산을 투입하신 Cuomo 지사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하원의원하원의원하원의원하원의원 Andy Goodell은은은은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이는 제가 주 의원으로서 보아온 

Dunkirk와 Chautauqua 카운티를 위한 가장 신나는 발표 중 하나이며, 본인은 이 

지역에서 저같이 오랫 동안 살아오신 많은 분들에게도 그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Athenex의 확장은 바로 여기 Dunkirk에 수 백개의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하고 10억 달러 

이상의 민간부문 투자를 가져올 것입니다. 저는 Chautauqua 카운티에 계속해서 미래의 

성장과 번영을 가져올 이 신나는 발표를 위해 오늘 Cuomo 지사와 함께 서있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하원의원하원의원하원의원하원의원 Crystal Peoples-Stokes는는는는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뉴욕주 서부 

지역은 경제 진보의 경계를 계속 넓히고 있습니다. 주지사의 지원 덕분에 우리는 또 

하나의 첨단 기업이 Buffalo에 뿌리를 내리고 우리의 고기능 인력의 성공에 그 미래를 

거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Buffalo의 부흥이 계속 튼튼해지는 것을 보니 

자랑스러우며, 우리가 경제를 전례 없이 흐르도록 도우신 주지사와 주정부에 찬사를 

보냅니다.”  
 

Erie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집행관집행관집행관집행관 Mark Poloncarz는는는는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오늘의 발표는 Erie 

카운티 주민들을 위해 비즈니스 성장을 이끌고 진짜 기회를 창출하려는 Cuomo 지사의 

집념을 다시 한번 입증합니다. Athenex의 도착은 우리 경제 부흥의 또 하나의 징조이며 

저는 제약 산업이 앞으로 오랫 동안 이 지역에서 성장하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Chautauqua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집행관집행관집행관집행관 Vince Horrigan은은은은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저는 Athenex가 

바로 여기 Chautauqua 카운티에 그들의 미래 성공을 거는 것을 보니 흥분됩니다. 이 

발표는 우리 커뮤니티에 앞으로 오랫 동안의 혜택을 의미하며, 다른 민간부문 기업들이 

진정 유례 없는 식으로 볼 지도 위에 우리를 놓습니다. 이를 성사시킨 Cuomo 지사의 

지원은 엄청났으며 저는 향후에도 Chautuaqua 카운티의 경제 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해 

주지사와 다시 협력하기를 기대합니다. 
 

Buffalo 시장시장시장시장 Byron Brown은은은은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Cuomo 지사와 우리의 파트너십 

덕분에 Buffalo는 새 수준의 성장과 민간부문 신뢰를 보고 있습니다. Buffalo 향토 기업인 

Athenex의 개업은 민간 투자와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Buffalo 경제가 

지속적으로 더 튼튼해진다는 명료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는 Buffalo의 미래에 대한 

커다란 투자이며 저는 우리 시의 재탄생을 지속하도록 돕는 Cuomo 지사의 노력에 

감사합니다.” 
 

Dunkirk 시장시장시장시장 Willie Rosas는는는는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오늘은 Dunkirk와 Chautauqua 

카운티의 우리 부분을 위해 엄청난 날입니다. 저는 Athenex가 전입하면서 10억 달러 

이상의 투자와 약 1000개의 새 일자리를 몰고오는 것을 보니 신납니다. 이것은 주정부와 

Cuomo 지사가 우리 지역 성공을 돕는데 진정으로 전념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저는 미래 



 

Korean 

세대를 위해 경제가 계속 성장하는 것을 빨리 보고 싶습니다.” 
 

Buffalo Niagara Enterprise 총재총재총재총재 & CEO인인인인 Thomas Kucharski는는는는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Athenex와 Cuomo 지사가 발표한 커다란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은 매우 

중요한 두 가지를 나타냅니다. 첫 번째는 우리 남쪽 커뮤니티들이 의미 있는 프로젝트를 

유치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의 우리 

생명과학 산업에서 일어나는 삶을 바꾸고 상도 받는 연구 개발을 상용화할 때가 되면 

우리가 그것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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