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8년 8월 8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주도 지역에서 주요 비디오 게임 개발회사 확장함 발표  

  

올버니 카운티 기반 비디오 게임 개발회사, 신규 일자리 115개를 추가할 예정  

  

주도 지역에서 성장하는 비디오 게임 개발 클러스터 지원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약 30년 전 주도 지역에 설립한 액티비전 

블리자드(Activision Blizzard) 비디오 게임 개발회사의 비케리어스 비전스(Vicarious 

Visions)가 해당 지역에서 확장하며 신규 일자리 115개를 만들 예정임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회사는 73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여 올버니 카운티 콜로니에 있는 

44,000제곱피트 규모의 스튜디오 공간으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이는 주도 지역에서 

성장하는 비디오 게임 개발 클러스터를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부 지역 게임 개발회사와 주변 칼리지와 

대학교에서 들을 수 있는 세계 정상급 학위 프로그램 덕분에 주도 지역은 비디오 게임 

개발의 중심지가 되고 있습니다. 비케리어스 비전스(Vicarious Visions) 같은 회사들이 

주도 지역에 남아 확장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우리는 그 회사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회사가 창의적 인재를 이 지역으로 이끌도록 계속 지원할 것입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케리어스 비전스(Vicarious Visions)는 

주도 지역에서 오랫동안 성장하고 있는 혁신적 회사입니다. 이 비디오 게임 개발회사는 

지역 경제에 기여하고 뉴욕 주민들에게 최첨단 직업을 가질 기회를 제공하므로 테크 

벨리(Tech Valley)에서 중요합니다. 올버니 카운티에서의 회사 확장은 업스테이트 기업 

풍토와 해당 지역에 급증하는 기술 산업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비케리어스 비전스(Vicarious Visions)는 730만 달러 이상을 전문 오디오 세트, 가상 

현실방, 80년대 및 90년대 스타일의 오락실 기계, 창의력과 직원 경험을 향상하도록 

설계된 협력 공간이 있는 신규 최첨단 스튜디오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회사는 9월 

말에서 10월 초에 이전할 예정이며 해당 편의시설이 200명 이상의 기존의 개발자 및 

직원을 지원하는 동시에 재능 있는 새 직원들을 끌어 모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비케리어스 비전스(Vicarious Visions)는 현재 직원에 115명의 새 

직원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ESD)는 성과 기반의 엑셀시어 일자리 프로그램 세금 공제(Excelsior Jobs Program Tax 

Credits)에서 최대 2백만 달러를 제공하여 회사 확장을 지원하기로 동의했습니다.  

  

비케리어스 비전스(Vicarious Visions)의 확장은 주도 지역 경제 개발 협의회(Capital 

Region Economic Development Council)를 통해 해당 지역이 비디오 게임 개발 

중심지로 성장하도록 장려하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의 전략을 뒷받침합니다. 2016년에 세워진 이 클러스터는 주도 지역 

칼리지와 대학교에서 신흥 인재들을 받으며 이 인재들은 업계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2017년 6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SD)는 이 클러스터를 정의하고 성장시키기 

위해 트로이에서 열린 비디오 게임 정상 회담을 지원하여 신규 프로젝트들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설비 투자를 장려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해당 지역은 현재 활동하는 

비디오 게임 스튜디오 12곳 이상의 본고장입니다.  

  

비케리어스 비전스(Vicarious Visions) Jennifer Oneal 스튜디오 관리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스튜디오는 25년 이상 올버니 비디오 게임 개발 커뮤니티의 주요 

구성원입니다. 우리 직원들은 이 지역에서 계속 일하게 되어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전은 

우리의 발전에 있어 중요한 단계이며 우리의 미래는 매우 밝습니다. 우리는 새 공간이 

성장하는 우리 팀에 창의적으로 영감을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전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신 비케리어스 비전스(Vicarious Visions) 팀, 액티비전(Activision) 팀,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SD)의 사장 겸 최고경영자인 Howard Zemsky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게임 업계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비케리어스 

비전스(Vicarious Visions)의 확장은 주도 지역 및 창조 경제에 모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이는 가장 똑똑한 최고의 개발자들이 뉴욕주에 오도록 

장려합니다.”  

  

Neil Breslin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도 지역에 설립한 회사인 

비케리어스 비전스(Vicarious Visions)는 우리 비디오 게임 개발 클러스터를 촉진하도록 

도왔으며 이번 확장으로 더욱 재능 있는 개발자들이 이 지역에 오도록 만들 것입니다. 

올버니 카운티에서 경제적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해주신 Cuomo 주지사님과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에 감사드립니다.”  

  

Phil Steck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케리어스 비전스(Vicarious 

Visions)는 약 10년 전 메난즈에 현재 스튜디오를 옮기고 콜로니 타운을 비디오 게임 

개발로 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들이 콜로니에서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주도 

지역에서 게임 개발 클러스터가 성장하며 소프트 엔지니어, 아티스트, 개발자, 

기술자들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엄청난 성공으로 비케리어스 비전스(Vicarious 



 

 

Visions)는 콜로니 내 사업 확장 및 최신 스튜디오에 730만 달러를 투자할 것이며 

이로써 새 일자리 115개가 창출될 것입니다. 뉴욕주는 콜로니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기술 부문의 중요성을 깨닫고 경제 개발 장려 제도를 통해 회사 확장에 2백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비케리어스 비전스(Vicarious Visions)가 새 스튜디오에서 큰 성공을 

거두길 바라며 우리 타운과 110 어셈블리 디스트릭트(110th Assembly District)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한 회사에 갈채를 보냅니다.”  

  

올버니 카운티의 Daniel P. McCoy 카운티 행정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케리어스 비전스(Vicarious Visions)는 30년 가까이 올버니 카운티 전역의 근면한 

가족과 거주민에게 좋은 직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회사가 우리 지역사회에 

추가로 730만 달러를 투자할 예정인 것이 매우 기쁩니다. 새 일자리 115개로 주도 

지역의 실업률을 낮출 수 있으며 지역 경제에서 중대한 부분이 된 비디오 게임 개발업계 

성장은 탄력을 받을 것입니다.” 

  

Paula Mahan 콜로니 타운 슈퍼바이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콜로니 타운은 비케리어스 

비전스(Vicarious Visions)와 재능 있는 개발자 직원들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회사가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어 기쁩니다. 이 프로젝트는 사람들이 살고 일하고 즐기기기에 

좋은 장소를 만들려는 우리의 노력을 보완합니다. 이 일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신 

Cuomo 주지사님,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 (Empire State Development), 

비케리어스 비전스(Vicarious Visions)에 감사드립니다.”  

  

1990년에 설립된 비케리어스 비전스(Vicarious Visions)는 몇 명의 친구가 부모님 집 

지하에서 시작하여 콘솔 및 포켓용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업계를 주도하는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직원 200명 이상을 둔 이 비디오 게임 개발회사는 기타 히어로(Guitar 

Hero), 마블 얼티밋 얼라이언스(Marvel Ultimate Alliance), 스파이더맨(Spider-Man), 

스카이랜더스(Skylanders), 토니 호크(Tony Hawk) 등 성공적 게임 프랜차이즈를 

작업했습니다. 비케리어스 비전스(Vicarious Visions)는 IGN의 리마스터 “올해의 

게임(Game of the Year)”을 수상한 크래시 밴디쿳 엔 세인 트릴로지(Crash Bandicoot N. 

Sane Trilogy) 발매로 최근 상업적 대성공을 즐기고 있습니다. 번지(Bungie)와 합작 

개발한 데스티니 2(Destiny 2)는 공식 게임 평론가 상(Official Game Critic's Award)인 

E3의 2017년 최고 PC 게임(Best PC Game of 2017)을 수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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