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9년 5월 28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버펄로 대학(UNIVERSITY AT BUFFALO, UB) 혁신 

허브(INNOVATION HUB)의 공식 출범 발표  

  

스타트업 커뮤니티 촉진을 위한 다운타운 버펄로의 새로운 이니셔티브  

  

3,200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통해, 학생, 교수진, 임상의, 연구자와 자원을 매치하고 

혁신을 상용화  

  

파트너에는 상위 산업 선도자, 로즈웰 파크 종합 암 기관(Roswell Park Comprehensive 

Cancer Institute), 제이콥 인스티튜트(Jacobs Institute), 하웁트만 우드워드 

인스티튜트(Hauptmann-Woodward Institute), 칼레이다 헬스(Kaleida Health)가 포함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버펄로 대학(University at Buffalo)의 혁신 

허브(Innovation Hub)가 공식 출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새로운 이니셔티브는 

아이디어와 실행력을 연결하고 연구 결과를 연구실에서 시장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혁신 허브(Innovation Hub)는 뉴욕주의 약속에 따라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기금을 통해 3,200만 달러를 지원받았으며 버펄로 

대학(UB)과 그 선도적 연구 파트너들의 혁신을 돕습니다. 연구 파트너에는 로즈웰 파크 

종합 암 센터(Roswell Park Comprehensive Cancer Center), 제이콥 인스티튜트(Jaco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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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stitute), 칼레이다 헬스(Kaleida Health) 등이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버펄로 대학(University at Buffalo) 같은 서부 

뉴욕의 세계적 학술 기관은 뉴욕 주 전역의 생명 과학 및 기술 허브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검증된 촉매제입니다. 전략적 투자와 지역 파트너십을 통해 이번 혁신 

허브(Innovation Hub)는 기술 산업계의 가장 유망한 인재들을 한곳에 모아서 미래 세대를 

위해 지역의 혁신 경제를 성장시킬 것입니다."  

  

행사에서 연설한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역사적인 곡물 

엘리베이터에서 전기차와 에어컨의 발명까지, 버펄로는 혁신의 굳건한 중심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새로운 버펄로 대 혁신 허브(University at Buffalo Innovation Hub)는 

기술 경제를 성장시키고 버펄로 및 서부 뉴욕 전역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우리의 지속적 노력의 일환으로 이러한 유산을 이어갈 것입니다. 혁신 허브(Innovation 



 

 

Hub)는 성장하는 파트너십을 지원하고 기업 커뮤니티 전역 및 버펄로 대학(UB)의 가장 

전도 유망한 인재들과의 협업을 강화하여 우리 지역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 

것입니다."  

  

혁신 허브(Innovation Hub)는 버펄로 대학(UB)의 학생 및 교수진, 파트너 기관이 더욱 

쉽게 학문적 아이디어를 시장에 선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 기술의 상용화를 지원하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서부 뉴욕의 민간 투자 및 일자리를 증가시킬 것입니다. 버펄로 

대학(UB)과 파트너는 협력 하에 연간 4억 1,200만 달러 규모 이상의 연구 성과를 

도출하고 학생 30,000명과 3,000명 이상의 교수진을 유치합니다. 이들은 의료 장비 기술, 

진단, 건강보험 체계,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재료, 이매징, 지속 가능성, 기타 다양한 

혁신 개발에서 새로운 발견 및 발전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혁신 허브(Innovation Hub)의 진척에 대한 업데이트 사항은 행사에서 참석자 및 

부속기관에 전달되었습니다. 진행은 다음 세 가지 핵심 부문에서 이루어집니다.  

  

• 버펄로 대학(UB)의 뉴욕주 생물정보학 및 생명과학 최고 기관(New York 

State Center of Excellence in Bioinformatics and Life Sciences)의 계획, 

설계, 리노베이션이 시작 단계이며, 기업가 지원 공간은 이미 건설을 

시작하여 2020년 초 개관 예정입니다. 스타트업 뉴욕(START-UP NY)이 

사용하게 될 이 공간은 버펄로 대학교(UB) 및 파트너 단체와 연계한 

기업들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학교는 또한 기업 지원 프로그램, 

행사, 교육, 연관 서비스를 위해 다양한 시설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 혁신 허브(Innovation Hub) 기금 1,350만 달러를 통한 초기 투자는 개념 

증명 기회 및 프리 시드/시드 성장 촉진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7개의 개념 증명 촉진 기금 수혜자가 선정되었고, 자금 지원을 통해 

올해 말부터 활동 증가가 예상됩니다. 또한 추가 자금 지원이 곧 발표될 

것이라는 예상이 있습니다.  

• 다양한 개발을 통해 창립자 및 스타트업을 보조 및 지원할 아웃리치 

인게이지먼트 및 서포트 프로그래밍이 진행 중입니다. 이 아웃리치, 

커리큘럼, 프로그램을 도입 및 실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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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ard Zemsky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버펄로 대학(UB) 파트너의 아이디어, 

연구, 기술, 혁신으로 구성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이용하고 이들에게 자금과 

인큐베이션, 지원 서비스를 연결한다면, 우리는 스타트업 비즈니스 구성 및 상용화를 

위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허브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조각을 얻게 됩니다."  

  

버펄로 대학교(UB)의 Satish K. Tripathi 학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혁신 

허브(Innovation Hub)는 우리의 교수진, 학생, 연구 파트너, 주변의 스타트업 커뮤니티 

간에 지속적으로 펼쳐지는 협업의 유형을 선보이고 확장하기 위한 본교의 노력이 



 

 

자연스럽게 확대과된 결과입니다. 버펄로 대학(UB)은 기업가 정신 우리 지역 곳곳에서 

성장 및 번영할 수 있는 환경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 

허브(Innovation Hub)라는 개념은 이러한 노력의 핵심적 구성요소입니다."  

  

버펄로 대학교(UB)의 Christina Orsi 경제 발전 부학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혁신 

허브(Innovation Hub)는 혁신과 시장 사이의 간극을 메워서, 학생과 교수진, 기업가가 

자금과 시설, 아이디어 실현에 필요한 인재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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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펄로 빌리언(Buffalo Billion)에서 지원한 3,200만 달러의 투자는 버펄로 대학(University 

at Buffalo)의 혁신 허브(Innovation Hub)가 출범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이 지역의 가장 

전도 유망한 의료 기술 연구자에게 자원을 제공하고 대중에게 혁신을 가져다줄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혁신적인 스타트업 문화를 창출하여, 인재와 

투자를 버펄로로 유치할 것입니다."  

  

Tim Kennedy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버펄로의 의료계가 계속 발전하고 

확대하는 가운데, 우리는 서부 뉴욕의 건강 관리 리더를 진취적이고 탁월한 연구를 

선도하는 학생 및 교수진들과 연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버펄로 대학(University at 

Buffalo)의 혁신 허브(Innovation Hub) 출범을 통해, 뉴욕주는 이러한 공동 작업을 위한 

기반을 만들고 주 전역 및 미국 전체에서 의료를 변화시킬 혁신적인 아이디어 및 최신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리 카운티의 Mark Poloncarz 카운티 행정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버펄로 

대학(UB) 학생 기업가 및 버펄로 대학교(University of Buffalo) 교수진은 의료 과학 및 

건강보험 체계에서 미래의 최신 기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 허브(Innovation 

Hub)의 출범으로 인해 이들의 연구와 발전은 현재 시장으로 진출하여 더욱 신속하게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분야 전반에 걸친 연구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버펄로 대학교(UB)의 가장 뛰어난 연구자들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연구실의 칠판과 

컴퓨터 스크린으로부터 현실 세계로 꺼내올 수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건강 

관리를 제공하는 방식에 대한 아이디어가 변화할 것입니다."  

  

버펄로 시의 Byron W. Brown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혁신 허브(Innovation Hub)는 

교육과 건강, 스타트업 커뮤니티 간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장소로서 버펄로의 위상을 

높이고 굳건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 시와 지역의 빠르게 성장하고 발전하는 

경제는 새로운 동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혁신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 대해 Cuomo 주지사,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Corporation), 버펄로 대학(University of Buffalo)에 감사드립니다."  

  

향후 몇 주간, 투자 자금 업데이트와 인큐베이터 공간 프리뷰를 비롯해 허브의 공동 

자원을 성공적으로 활용한 기존 스타트업과 연구자, 협력자들의 다양한 프로파일 등 



 

 

혁신 허브(Innovation Hub)와 관련된 일련의 추가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혁신 

허브(Innovation Hub)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시려면, 이곳을 클릭하십시오.  

  

버펄로 대학교 비즈니스 및 기업 파트너십(University at Buffalo Business and 

Entrepreneur Partnerships) 사무소 소개  

비즈니스 및 기업 파트너십(Business and Entrepreneur Partnerships, BEP)은 연구 및 

개발 협업, 신기술 상용화, 학생들에게 체험 학습 및 취업 기회 제공 등을 위한 

파트너십을 개발하여 학계와 산업 간의 교두보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서부 뉴욕과 뉴욕주는 물론 그 외의 지역에서 혁신 경제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은 버펄로 대학(UB) 인큐베이터에서 성장합니다. 

교수진은 혁신적 연구를 통해 자금을 지원받습니다. 학생들은 체험 학습을 경험하고 

커리어를 시작합니다. 사업체들은 라이선싱, 기술 상용화, 대학 연구실에서의 제품 

테스트, 그리고 장애물이 되는 기술을 발전시켜 시장에 선보이는 데 열정을 가진 

전문적이고 숙련된 팀과 함께 잠재력을 향상시켜 사업을 확장합니다.  

  

지역 기업 발전을 위한 버펄로 대학교(University at Buffalo)의 투자는 전국에서 가장 

기업가 친화적인 지역으로서 버펄로 지역의 명성을 더욱 크게 만들 것입니다. 서부 

뉴욕에서 이러한 사업체들을 통해 진행된 이러한 연구 및 사업은 현재 및 미래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지역과 미국, 전 세계까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버펄로 대학교(UB)의 

비즈니스 및 기업 파트너십(BEP)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시려면, 이곳을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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