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8년 5월 3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라이브타일스(LIVETILES)가 로체스터 다운타운에서 지능형 사용자 

경험(INTELLIGENT USER EXPERIENCE, IUX) 허브를 개관한다고 발표  

  

시의 다운타운 이노베이션 존(Downtown Innovation Zone)에서 500 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게 될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고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이 지역의 종합 전략인 “핑거 레이크스 

포워드(Finger Lakes Forward)” 사업을 보완하는 투자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인 라이브타일스(LiveTiles)가 

북미 지능형 사용자 경험(Intelligent User Experience) 허브를 설립하기 위해 로체스터 

시의 다운타운 이노베이션 존(Downtown Innovation Zone)을 선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회사는 노스 캐롤라이나 주나 미국 동부의 다른 지역이 아닌 로체스터 시를 

선택했습니다. 1,700만 달러 규모의 이 프로젝트는 향후 5년 동안 500 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것이며 그 중 60 개는 이미 최근 몇 주 사이에 만들어졌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2023년 3월 내에 완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체스터 다운타운에 대한 우리의 전략적 투자로 

핑거 레이크스를 첨단 기술 혁신의 허브로 전환시키고 차세대 비즈니스 리더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로체스터의 다운타운 이노베이션 존(Downtown Innovation Zone)에 

북미 허브를 설립하기로 한 라이브타일스(LiveTiles)의 결정은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우리의 경제 개발 투자의 성공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증거입니다. 이 최첨단 회사는 

핑거 레이크스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우리의 활동을 강화시킬 것입니다.”  

  

새로운 지능형 사용자 경험 허브(IUX Hub)는 커머셜 스트리트 61 번지(61 Commercial 

Street) 소재 로체스터의 하이 폴스 지구(High Falls District)에 자리잡게 될 것입니다. 

확장 프로젝트에는 새로운 시설을 갖추면서 신입 직원들을 고용하는 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은 고객 성공 관리자와 비즈니스 개발 역할팀과 같은 클라이언트 측 

팀에서 솔루션 엔지니어와 인공 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구축 전문가 등과 같은 



 

 

기술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이 팀은 또한 현재 개발하고 있는 추가 플랫폼 신제품 

발표를 지원할 것입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이브타일스(LiveTiles)와 같은 첨단 기술 

기업들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통해, 뉴욕은 업계의 리더로로서의 입지를 계속 굳히고 

있습니다. 이 혁신적인 허브는 새로운 일자리 수백 개를 만들고, 로체스터 지역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다운타운을 변모시키고 지역사회를 강화하며 

경제를 강화하기 위해 워터프론트를 활용하는 핑거 레이크스 포워드(Finger Lakes 

Forward) 계획을 보완합니다.”  

  

2014년 호주에서 설립된 후 현재는 뉴욕시에 본사를두고 있는 

라이브타일스(LiveTiles)는 3 개 대륙에 지사를 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기술 회사 중 하나입니다. 이 회사는 모든 산업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보완 제품군을 통해 단체와 기업들이 보다 쉽게 공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용자 중심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응용 프로그램들은 개발자 

및 기업 사용자 양쪽 모두에게 인공 지능 및 분석 기능으로 강화된 대시 보드, 직원 포털, 

기업 인트라넷 등을 쉽게 만들 수 있는 도구들을 제공합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는 핑거 레이크스 포워드 

업스테이트 활성화 계획(Finger Lakes Forward Upstate Revitalization Initiative)을 통한 

350만 달러의 보조금과 일자리 만들기 약속에 대한 대가로 엑셀시어 세금 공제 

프로그램(Excelsior Tax Credit Program)을 통해 제공하는 350만 달러를 포함하여 이 

혁신적인 프로젝트에 최대 700만 달러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 투자로 시설의 개보수 

공사, 가구 그리고 컴퓨터 및 서버를 포함한 장비 구매 등을 지원합니다.  

  

라이브타일스(LiveTiles)가 로체스터의 하이 폴스 지구(High Falls District)에서 지능형 

사용자 경험 허브(IUX Hub)를 열기로 한 결정은 이미 로체스터의 다운타운 이노베이션 

존(Downtown Innovation Zone)에서 진행되고 있는 변화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러한 

모멘텀은 Cuomo 주지사가 지난 2월에 발표한 종합적인 “ROC 더 리버웨이(ROC the 

Riverway)” 프로젝트에 의해 더욱 보완됩니다. 5,000만 달러 규모의 이 프로젝트는 

제네시 리버(Genesee River) 주변 지역을 혁명적으로 지원하여 로체스터 워터프론트의 

잠재 가능성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제네시 리버(Genesee River)는 경제 

엔진의 역할을 오래 수행해 왔으며, Cuomo 주지사의 리더십과 로체스터 시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상업, 레크리에이션 활동, 관광사업 등을 위한 활기찬 명소로 

워터프론트가 재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로체스터 다운타운을 개발하려고 도심 전역과 그 주변의 프로젝트를 위해 조성한 1억 

달러 이상의 투자금을 비롯하여 로체스터 시에서 추가 투자금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주정부의 중요한 공약으로 조성된 8억 달러 이상의 민간 투자를 

라이브타일스(LiveTiles)가 지능형 사용자 경험 허브(IUX Hub)를 설립하고 있는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50-million-roc-riverway-initiative-unlock-potential-rochesters


 

 

로체스터의 새로운 다운타운 이노베이션 존(Downtown Innovation Zone)을 만드는 데 

활용했습니다.  

  

지능형 사용자 경험 허브(IUX Hub)를 설립하기 위해 로체스터를 선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라이브타일스(LiveTiles)의 Dan Diefendorf 미국 담당 수석 부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브라이튼 주민인 저는 로체스터의 로체스터 공과 대학(Rochester Institute 

of Technology, RIT)과 같은 지역 대학들의 다운타운 활성화와 최첨단 기술 커리큘럼이 

어떻게 이 지역의 실질적인 성장을 위한 강력한 기반이 되고 있는지 직접 목격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뉴욕시 본사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로체스터는 저희가 지능형 

사용자 경험 허브(IUX Hub)를 설립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검색한 대상 지역 중에사 

명백하게 가장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먼로 카운티, 상공 회의소(Chamber of Commerce), 그레이터 로체스터 

엔터프라이즈(Greater Rochester Enterprise), 로체스터 시 등과의 협력 과정은 진정한 

파트너십이었습니다.”  

  

라이브타일스(LiveTiles)의 Karl Redenbach 최고 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업이 

계속 확장되고 급속히 발전하는 단계에서, 저희는 미국 전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업을 확장할 기지로서 많은 도시들을 고려해 보았습니다. 로체스터는 빠른 

시간 내에 최적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뉴욕주뿐만 아니라 이 도시와 함께 최첨단 혁신을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라이브타일스(LiveTiles)는 같이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의 사장 겸 최고경영자인 

Howard Zemsky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체스터의 다운타운 이노베이션 

존(Downtown Innovation Zone)은 비즈니스를 다음 단계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기업에게 

첨단 기술 생태계를 제공합니다. 라이브타일스(LiveTiles)의 새로운 시설은 21 세기의 

일자리 수백 개를 만들고, 다운타운 지역에서 성장하고 있는 경제 추진력을 기반으로 

합니다.”  

  

뉴욕주 하원의 Joe Morelle 다수당 원내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이브타일스(LiveTiles)처럼 급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이 로체스터 다운타운과 

우리 지역 전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제적 부흥의 일원이 되고자 우리 지역을 선택할 때 

대단히 기쁩니다. 이 확장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이 더욱 가속화되고 자신의 지역사회를 

고향으로 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더 밝은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고임금 일자리 수백 

개가 생길 것입니다.”  

  

Joe Robach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지역사회는 새로운 일자리 

수백 개와 경제 성장과 더불어 라이브타일스(LiveTiles)가 로체스터를 본거지로 삼을 

것이라는 발표와 함께 전 세계의 기술 혁신을 위한 촉매 역할을 하는 우리 지역의 유산을 

계속 이어 나갈 수 있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더 많은 회사들이 먼로 카운티를 선택하게 



 

 

되면서, 우리 지역의 최첨단 아이디어를 육성하는 능력은 우리 지역사회가 계속 모든 

이를 위한 기회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Rich Funke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이 폴스(High Falls)에서 지능형 

사용자 경험 허브(Intelligent User Experience Hub)를 구현하겠다는 

라이브타일스(LiveTiles)의 오늘 발표는 로체스터 지역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 

자연 자원과 인적 자원 양쪽 모두에서 얻을 수 있는 엄청난 이점을 입증하는 또 다른 

사례입니다. 저는 이 회사가 우리 인력들을 창의성을 갖춘 인재로 길러내고 보유할 뿐만 

아니라 실무에 투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일류 인재들을 계속 길러내기 위해 우리 지역의 

칼리지들과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기대하고 있습니다.”  

  

Harry Bronson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지역을 선택하신 Karl 

Redenbach 최고 경영자님, Dan Diefendorf 수석 부사장님 그리고 

라이브타일스(LiveTiles) 팀에 박수를 보냅니다. 이 회사와 Cuomo 주지사님의 오늘 

발표는 로체스터 지역이 강인하고 다양하며 교육이 된 혁신적인 인력을 갖추고 있으며, 

미래의 고용 창출에 있어 탄탄한 경제적 입지를 확보했음을 보여 줍니다. 

라이브타일스(LiveTiles)의 성장과 새로운 하이 폴스 캠퍼스(High Falls campus)가 

만들어 낼 추가 일자리에 대해 기대하고 있습니다.”  

  

먼로 카운티의 Cheryl Dinolfo 카운티 행정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정보통신 기술 회사 중 하나가 우리 지역사회를 선택하여 사업을 

확장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수백 개를 만들어 낼 경우, 이는 먼로 카운티가 그 어느 때 

보다 지금 더 많은 사업을 위해 문호가 개방되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합니다. 우리 카운티 

경제 개발팀(County Economic Development team)은 처음부터 

라이브타일스(LiveTiles)를 여기로 유치하기 위한 공동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차세대를 

위한 일자리 수백개를 만드는 방식으로 우리 다운타운의 심장부에 수백만 달러를 

투자하는 것에 대해 지금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적절한 시기에 이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지역 주민들과 라이브타일스(LiveTiles)를 연결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우리의 혁신적인 래더즈업 인력 개발 프로그램(LadderzUp workforce 

development program)과 리쿠르팅 온 더 로드 잡 페어스(Recruiting on the Road job 

fairs) 등도 지원해 왔습니다. 먼로 카운티에서 기업을 운영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있는 라이브타일스(LiveTiles)의 노력에 감사 드리며, 이 흥분되는 프로젝트가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파트너들께 감사드립니다.”  

  

로체스터 시의 Lovely Warren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운타운에서 새로운 

고용주가 된 라이브타일스(LiveTiles)를 환영하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이 회사는 

우리의 센터 시티(Center City)에 양질의 일자리 수백 개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로체스터의 지식 경제를 더욱 확장하여 미래의 고용 성장을 위한 촉매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핑거 레이크스 포워드(Finger Lakes Forward) 계획을 통해 로체스터에 이렇게 

훌륭한 고용주를 유치하는 데 도움을 주신 Cuomo 주지사님과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에 감사드립니다. 이 개발은 우리가 더 많은 

일자리와 보다 안전하고 활기찬 이웃을 만들고 우리 시민들에게 더 나은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는 목표를 달성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레이터 로체스터 엔터프라이즈(Greater Rochester Enterprise) 사장인 Matt Hurlbutt 

최고 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의 그레이터 로체스터에 

라이브타일스(LiveTiles)를 유치한 것은 정부, 학계, 비즈니스 분야의 파트너들과 

진정으로 공조한 결과입니다. 그레이터 로체스터, 뉴욕 지역의 저렴한 사업 비용, 일류 

인재, 로체스터 공과 대학(Rochester Institute of Technology) 및 로체스터 

대학교(University of Rochester)와 같은 학계 파트너들과의 연계성 등이 

라이브타일스(LiveTiles)의 새로운 지능형 사용자 경험 허브(IUX Hub)를 지원할 수 있는 

올바른 기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라이브타일스(LiveTiles)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를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핑거 레이크스 포워드(Finger Lakes Forward) 계획의 촉진 

  

오늘의 발표는 굳건한 경제 성장과 지역사회 발전을 창출하기 위한 지역의 종합 

청사진인 “핑거 레이크스 포워드(Finger Lakes Forward)”를 보완합니다. 주정부는 이 

계획을 위한 준비작업을 위해서 2012년부터 이미 52억 달러 이상을 이 지역에 

투자했으며, 포토닉스, 농업, 식품 생산, 고급 제조업 등을 비롯한 주요 산업에 

투자해왔습니다. 오늘날 실업률은 대공황 이전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에 이르렀으며 

개인과 기업의 소득세가 낮아지고 기업들은 로체스터, 바타비아 및 캐넌다이과 등의 

지역을 선택하여 성장과 투자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현재 이 지역은 Cuomo 주지사가 2015년 12월에 발표한 업스테이트 활성화 

계획(Upstate Revitalization Initiative)을 통해 뉴욕주에서 제공하는 5억 달러의 

투자금으로 핑거 레이크스 포워드(Finger Lakes Forward) 계획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5억 달러 투자는 민간 사업체들이 25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도록 장려할 

것이며, 이 지역의 계획은 제출된 대로 최대 8,200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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