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1년 3월 19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버펄로의 새로운 다운타운 인큐베이터의 대학 개설 발표  

  

생물정보학 및 생명과학 우수 센터 인큐베이터, 신생 기업 성립에서 시장 출시까지 가속  

  
  

Andrew M. Cuomo 주지사와 버펄로 대학교(University at Buffalo, UB)는 오늘, 버펄로 

다운타운에서 버펄로 대학교의 새로운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개장을 

발표했습니다. 생명정보학 및 생명과학 우수 센터 인큐베이터(Incubator at the Center of 

Excellence in Bioinformatics & Life Sciences, Incubator @ CBLS)는 기업가에게 

개념에서 형성 및 이익으로 진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과 도구를 제공하는 협력적이고 

다양한 네트워크로 설계되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궁극적으로 아이디어가 시작된 민간 

투자와 일자리를 성장시킬 새로운 기술의 상용화를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명정보학 및 생명과학 우수 센터 인큐베이터는 기술 산업에서 가장 

우수하고 뛰어난 것을 하나로 모으고 웨스턴 뉴욕의 혁신 경제를 성장시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에서 더 강하게 회복하고 지역 경제를 발전시킬 것입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버펄로는 강력한 혁신의 중심지로서 

역사적인 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버펄로 대학교의 생명정보학 및 생명과학 우수 센터 

인큐베이터는 기업가 정신을 지원하고 신생 기업을 육성하는 데 필요한 생태계를 

제공함으로써 이 유산을 더욱 촉진할 것입니다. 뉴욕은 여전히 기술 경제를 성장시키고, 

웨스턴 뉴욕에서 고임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더 나은 팬데믹 후 미래를 위한 길을 

이끌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생명정보학 및 생명과학 우수 센터 인큐베이터는 더 큰 혁신 허브의 하나의 구성 

요소입니다. 이는 Cuomo 주지사의 버펄로 빌리언(Buffalo Billion) 이니셔티브를 통해 

뉴욕주가 자금을 지원하는 3,200만 달러의 허브로 버펄로 대학교, 로즈웰 파크 종합 암 

센터(Roswell Park Comprehensive Cancer Center), 제이콥스 인스티튜트(Jacobs 

Institute), 하웁트만 우드워드 의료 연구 기관(Hauptman-Woodward Medical Research 

Institute, HWI) 및 칼레이다 헬스(Kaleida Health)와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Satish K. Tripathi 버펄로 대학교 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버펄로 대학교는 항상 

사회의 가장 큰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헌신해 왔으며, 우리의 혁신은 웨스턴 뉴욕 및 전 



 

 

세계 사람들의 삶을 향상시켜 왔습니다. 이제 버펄로 나이아가라 메디컬 캠퍼스(Buffalo 

Niagara Medical Campus)의 심장부에 있는 이 새로운 인큐베이터를 통해 우리는 

교수진의 연구 혁신의 상업화를 극적으로 가속화함으로써 우리 지역과 그 너머에서 

후대의 기업가 리더들을 촉진하기 위한 생태계를 삭생들에게 제공하여 사명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작업에 대한 열정적인 지원과 뉴욕 서부 지역의 

활기에 대한 지속적인 헌신에 대해 주정부 지도자들에게 매우 감사하고 있습니다."  

  

버펄로 대학교 경제 발전 부학장인 Christina Orsi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비즈니스 벤처 분야에서 혁신을 개척하는 다양한 팀을 찾고 있습니다. 포용과 공평성을 

소중히 여기며 독특한 아이디어와 경험을 제공하여 더 혁신적이고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팀이 바로 여기 해당합니다. 우리는 다른 스타트업 창립자, 버펄로 대학교 학생 

및 비즈니스 멘토와 연결하고 협력하기를 열망하는 기업가들이 저희에게 연락하여 

기회에 대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커미셔너 대행 겸 대표, 

최고경영자 임명자인 Eric Gertl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명정보학 및 생명과학 우수 

센터 인큐베이터는 기업가 정신을 강화하고 스타트업 비즈니스를 발전시키기 위해 

고안된 지원 환경에서 아이디어와 연구를 한데 모읍니다. 이것은 뉴욕의 대학교들이 

팬데믹 후 회복을 촉진하고 가속화하며 미래를 위한 건설을 도울 수 있는 혁신의 

허브임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로즈웰 파크 종합 암 센터 회장 겸 최고경영자 Candace S. Johnson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뉴욕주 및 모든 혁신가 및 기업가들과 협력하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들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에너지를 공헌하고 있으며, 웨스턴 뉴욕 및 전 

세계에서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웁트만 우드워드 의료 연구 기관 최고경영자 Edward Snell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명정보학 및 생명과학 우수 센터 인큐베이터가 가까이 위치하여 우리의 

새로운 Cryo-EM 센터를 포함한 하웁트만 우드워드 의료 연구 기관의 구조 생물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제이콥스 인스티튜트 최고경영자인 Bill Maggi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독특한 인큐베이터의 개막을 기념합니다. 제이콥스 인스티튜트는 기업가 전문 지식, 

학생 인재, 자금 지원 등과 함께 최첨단 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혁신 허브는 이 지역의 다양한 스타트업에 대한 상용화를 촉진할 것입니다."  

  

42,000제곱피트의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는 공동작업 공간, 회의실, 하이테크 행사 

공간, 협업 공간, 전용 오피스 공간, 실험실 공간 및 완비된 주방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업가들은 개방형 작업 공간에서 협업하거나 전용 데스크 하나를 대여한 다음 팀이 

발전함에 따라 전체 개인 사무실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생명과학 및 실험실 시설이 필요한 기타 회사의 경우 생명정보학 및 생명과학 우수 센터 

인큐베이터는 습식 및 건식 실험실을 갖추고 있으며 광범위한 장비 및 기기 이용이 

가능하므로 다른 현지 인큐베이터에 비해 고유한 편의시설을 제공합니다.  

  

생명정보학 및 생명과학 우수 센터 인큐베이터는 스퀘어 영상과 편의시설 외에도 

다양한 비즈니스 멘토십, 교육 및 지원 네트워크를 제공합니다. 버펄로 대학교 직원과 

레지던스 내 기업가는 스타트업을 지도하고 교수진 및 기술 전문가, 학생 인재, 자금 

지원 및 투자자, 장비 및 기술, 비즈니스 리더와의 연결을 준비합니다.  

  

생명정보학 및 생명과학 우수 센터 인큐베이터 임차인에 대한 혜택과 서비스는 

스타트업 뉴욕(STARTUP-NY)을 통한 면세 운영을 포함하여 상당한 비용 절감으로 

이어집니다. 이는 신규 및 확장 기업에게 해당 대학 캠퍼스에서 10년간 면세로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버펄로 기업가 법률 센터(UB Entrepreneurship Law Center)를 

통해 법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합니다.  

  

버펄로 대학교 경제 발전 부사장인 Christina Orsi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머스트의 

버펄로 대학교 인큐베이터는 수년간 버펄로의 기업가 생태계를 지원해 왔습니다. 

새로운 인큐베이터 다운타운이 추가되어 지역의 대담한 사상가, 몽상가 및 실천가를 

합리적인 가격의 멤버십, 유연한 공간 및 단기 임대 옵션에 연결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커집니다. 시설, 전문 지식, 장비 및 학생 인재가 결합된 이곳은 기업들이 아이디어에서 

시장으로 혁신을 전환하여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독특한 장소입니다."  

  

웨스턴 뉴욕에서 사업을 성장시하려는 분들의 참가를 요청합니다. 기업가들은 

buffalo.edu/incubators에서 인큐베이션 공간을 탐색하고 문의할 수 있습니다.  

  

Tim Kennedy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버펄로 시는 계속해서 에너지와 혁신을 

육성하고 기술 환경을 변화시키고 최첨단 아이디어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버펄로의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촉매제 역할을 할 생명정보학 및 생명과학 우수 센터 

인큐베이터에 대한 뉴욕의 투자에 박수를 보냅니다."  

  

Crystal Peoples-Stokes 뉴욕주 하원 다수당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버펄로 

대학의 생명정보학 및 생명과학 우수 센터 인큐베이터 완공을 축하드립니다. 다양성과 

공평성의 개선을 포함하여 더 많은 비즈니스 및 스타트업 친화적인 지역이 되기 위해 

지역 생태계를 강화하고 성장시키려는 웨스턴 뉴욕의 또 하나의 도전입니다. 미래의 

성공 사례를 확인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버펄로 시의 Byron W. Brown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기술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은 버펄로 주민의 차세대 유치, 유지 및 건설을 통해 버펄로를 모든 이를 

위한 기회의 도시로 만드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새로운 버펄로 대학교 인큐베이터는 

M&T 은행의 기술 허브(M&T Bank's Tech Hub)와 다른 여러 새로운 기술 회사가 있는 

다운타운 회랑의 남쪽 끝에 있는 더글러스 개발공사(Douglas Development)의 세네카 

원(Seneca One) 에서 진행되는 작업을 완벽하게 보완합니다. 버펄로 빌리언 기금에 

http://www.buffalo.edu/incubators.html


 

 

대해 Cuomo 주지사께 감사드리며, 이 기금은 버펄로 성장의 경제 동력인 3,200만 달러 

혁신 허브의 일부인 버펄로 대학교 인큐베이터를 만듭니다."  

 

이리 카운티 행정책임자 Mark Poloncarz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애머스트 버펄로 

대학교의 비즈니스 인큐베이터는 기업가 에너지와 혁신을 기술 및 자원과 결합하여 

아이디어를 현실로 바꾸는 데 중요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제 성공을 위한 템플릿이 

버펄로 다운타운에 다다라 다른 비즈니스가 성장하고 번영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연결성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구축될 것입니다."  

  

생명정보학 및 생명과학 우수 센터 인큐베이터의 사진은 버펄로 대학교 

스머그머그(Smugmug)를 방문해 확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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