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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와 DAEMEN COLLEGE의
의 시각 효과/포스트
주지사 EMPIRE VISUAL EFFECTS와
효과 포스트 프로덕션 허브
설립과 BUFFALO 지역의 150개의
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계획 발표

프로젝트는 최신 Buffalo Billion 투자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Buffalo Billion 운동을 통해 새로운 포스트 프로덕션, 시각 효과 및
애니메이션 회사가 유명한 Buffalo의 Tri-Main Center에 설립된다고 발표했습니다. Daemen
College와 제휴하게 될 Empire Visual Effects는 5년 이내에 새로운 시각 효과 및 기타 포스트
프로덕션 작업을 위한 일자리를 150개 만들기로 약속했으며 뉴욕주 서부 지역의 새로운 편집 및
시각 효과 산업 형성을 위한 새로운 길을 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뉴욕주는 이
프로젝트를 촉진하기 위해 이 회사와 Daemen College에 450만 달러의 자본을 지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또한 Cuomo 주지사가 작년에 제시하고 입법화한 몇 가지 법안도 뒷받침을 하고
있는데 뉴욕주에 영화 및 TV 작품을 포스트 프로덕션하는 일이 모이도록 하는 기회를 더욱
확대했습니다. 이 새로운 법안은 특히 뉴욕주 북부 지역에 포스트 프로덕션 산업을 유치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Empire Visual Effects가 뉴욕주 북부 지역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 Buffalo시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Empire Visual Effects 설립은 뉴욕주 북부 지역과 서부 지역이 주요 영화,
애니메이션, 포스트 프로덕션 산업의 중심지로 전환할 큰 가능성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Buffalo
Billion 운동과 함께 이번 일은 이 지역에서 더 많은 투자와 프로젝트가 성사되도록 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뉴욕 주민들에게도 멋진 분야에서 더 좋은 일자리, 하이테크 직업을 만들어줄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Co-chair Post New York Alliance 공동 회장 겸 Empire State Visual Effects 고문인 Marcelo Gandola씨는
“Cuomo 주지사와 뉴욕주에서 일자리 창출을 주도할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직원들에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는 뉴욕주 북부 지역과 남부 지역에게 좋은
기회이며 영화 및 TV 포스트 프로덕션 업계에게도 희소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솔선수범하여
필수적인 교육 과정을 만들어준 Daemon College에게도 감사 드립니다. Ben Porcari, Jonathan
Hoffman 및 Pete Conlin씨는 VFX/포스트 프로덕션 업계의 표준이 될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뉴욕주와 Post New York Alliance, 영화 및 TV 업계는 이러한 성과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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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이러한 움직임이 성공할 것으로
기대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Co-chair Post New York Alliance의 공동 회장 겸 Trevanna Post의 업무 파트너인 Yana Collins
Lehman씨는 “Post New York Alliance는 일자리 창출의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주신
Cuomo 주지사의 노고에 감사 드리고 축하를 드립니다. PNYA 멤버, IBC Digital, Daemon College 및
Sixteen19는 뉴욕주와 포스트 프로덕션 산업의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해외 벤더에 의존하는 대신
뉴욕주 서부 지역에서 시각 효과 분야의 학생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Post Alliance의 꿈이었으며
이제 그 꿈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항상 큰 그림을 보는 PNYA 공동 회장 Marcelo Gandola씨의
이상주의와 결단력은 이번 프로젝트에 크게 기여했으며 이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Empire
State Visual Effects는 주정부가 교육기관 및 민간 기업과 협력했을 경우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의미 있는 일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시각 효과 인증 프로그램(Visual Effects Certificate Program)을 위해 새로운 기술을 갖춘 Daemen
College의 International Center for Excellence in Animation(ICEA)에게는 보조금도 지급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Buffalo와 뉴욕 서부 지역의 학생들을 위한 속성 교육도 제공하며 이 학생들은 새로운
포스트 프로덕션/애니메이션 회사에 취업될 예정입니다.
“Daemen College와 International Center for Excellence in Animation은 1년 이상 Empire State
Development 및 Marcelo Gandola와 협력하여 고등교육 기관과 시각효과 업계의 인상적인 제휴를
이루었습니다”라고 Daemen College의 Gary A. Olson 학장은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 및
Buffalo와 뉴욕시의 Empire State Development 팀의 비전 덕택에 Daemen과 민간 부문 파트너들은
뉴욕주 서부 지역에서 성장하는 애니메이션 부문에서 활동하려는 젊은이를 위해 급여가 높은 취업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Buffalo Billion 인센티브 보조금은 Tri-Main Center의 공간 확보, 특별 컴퓨터, 고속 인터넷 네트워크,
수퍼 컴퓨터 연결, 기타 첨단 포스트 프로덕션/애니메이션 플랫폼 설정에 필요한 신규 기업의 전력
시스템 등에 사용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자금으로 Daemen College는 Visual Effects Certificate 학생
교육을 위해 필요한 기술 인프라도 마련할 것입니다.
SUNY의 Nancy Zimpher 교육감은 “SUNY의 커뮤니티 칼리지는 Cuomo 주지사의 Buffalo Billion 운동
목적을 달성하고 뉴욕주 서부 지역에 필요한 산업 허브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 직업 훈련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인턴십과 경험 교육 등을 통해 뉴욕의 대학교 및 기업들과 합력하는 것은
새로운 경제 활동을 지원하고 학생에게 최선의 기회를 제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mpire Visual Effects과 Daemen College, Erie Community College, Niagara County Community College와
같은 주 전역의 커뮤니티 칼리지 네트워크와의 제휴를 통해 우수한 학생들이 시각 효과 산업의
도전과제에 부합할 준비를 할 수 있는 안정적인 방법을 확보할 것입니다. Daemen College는 세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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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의 시각 효과 교육 시설을 설립하여 업계의 인재와 인터페이스를 교육하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컴퓨터, 파이프라인 인프라 등을 갖출 예정입니다. 이 대학은 또한 16주
과정의 시각 효과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매년 60여 명의 학생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이 학생들은
Empire Visual Effects 및 주 전체의 기타 포스트 프로덕션 시설에 직접 진출할 준비를 갖출 것입니다.
Empire Visual Effects의 목표는 Cuomo 주지사의 인재 양성 교육을 위한 경제 개혁과도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뉴욕의 인재 교육은 다양한 시대에 이루어졌으며 일반적인 취업 교육
프로그램은 오늘날 경제에 맞지 않습니다. 2013-2014년에 입법화된 예산은 고용주들과 협력하여
일자리를 파악하고, 능력을 찾아내며, 이를 위한 훈련을 제공하는 차세대 일자리 연결
프로그램으로 500만 달러를 포함함으로써 뉴욕주에 약 210,000개의 일자리에 대한 자본을
제공합니다.
뉴욕주 서부 지역경제개발위원회 공동 회장 겸 University at Buffalo 학장인 Satish K. Tripathi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등교육 시스템의 장점과 혁신적 신규 기업을 Cuomo 주지사가 지원하는
분야에서 제휴하는 것은 뉴욕주 서부 지역에게 상호 혜택이 되는 사례입니다. 포스트 프로덕션
작업을 중시하는 주는 극히 적으며 뉴욕주는 그 중 하나로서 새로운 스튜디오로 기업들이 모이게
할 것입니다. 주지사가 기업들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며 경제 활동을 주도할 현명한 투자를 한
것에 박수를 보냅니다.”
뉴욕주 서부 지역개발위원회 공동 회장 겸 Larkin Development Group 업무 파트너인 Howard A.
Zemsky씨는 “Empire Visual Effects는 뉴욕주 서부 지역경제개발 위원회와 Buffalo Billion Investment
Development Plan이 전개하는 기술혁신, 인력 개발, 현명한 성장, 젊은이를 위한 취업 기회 등을
포함한 번영 전략을 바탕으로 합니다. Cuomo 주지사가 펼친 포스트 프로덕션 프로그램의 성공은
이 프로젝트가 결실을 맺고 성공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Buffalo Niagara Enterprise의 Thomas Kucharski 사장은 “Empire Visual Effects는 지역에게 전환의
기회가 될 수 있는 혁신적인 고등교육 기관/민간 부문의 협력이며 새로운 기업들이 Buffalo
Niagara로 모이는 것을 대환영합니다. 우리는 기업, Daemen College, ESD 동료들과 협력하여
기업들이 새로운 산업을 개발하고 지역사회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려는 목표를 달성하도록 도울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Patrick Gallivan 상원의원(R, C, IP-59)은 “뉴욕주 서부 지역의 미래 경제는 새로운 일자리와 산업
창출 및 유치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지역사회는 세계적인 건축물과 멋진 경치의 중심지이며
뉴욕주 북부 지역은 주변 주와 경쟁할 수 있는 경제 및 전문적 도구가 부족하여 수익성이 좋은 영화
프로젝트와 이들이 제공하는 일자리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포스트 프로덕션, 시각효과 및
애니메이션 회사를 Buffalo시에 설립하고 올해 입법화된 뉴욕주 북부 지역의 영화 제작 세금환급을
강화함으로써 뉴욕주 서부 지역은 영화 제작의 전국적인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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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 Grisanti 상원의원은 “우리 주의 목표 중 하나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뉴욕 주민들이
이주하지 않고 여기에 머물며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경력을 쌓도록 돕는 것입니다.” “Empire Visual
Effects는 하이테크 일자리를 유치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Daemen College에게 다른 마케팅
도구를 제공하여 더 많은 학생을 유치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Empire Visual Effects에 제공된
보조금은 3년 동안 매년 약 50개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게 될 것이며 특히 뉴욕주 서부 지역에 사는
납세자들에게 큰 투자 수익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Crystal Peoples-Stokes 의원은 “Buffalo시에는 독창적이고 재능 있는 예술가가 많으며 이 중 다수가
이번 기회를 활용하여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Daemen College, Empire Visual Effects,
주지사 직원들의 비전과 여기에서 150개의 일자리를 만들도록 노력한 것에 감사 드립니다. 첨단
산업을 구축하고 독창적 인력을 배출하여 뉴욕주 서부 지역을 더욱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미국과 뉴욕주 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영화 및 TV 산업은
뉴욕주에서 생산 및 배포 관련 직업을 포함하여 91,608개의 직접적인 일자리와 82억 달러의
인건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의 트렌드는 시각 효과에 대한 수요 덕택에 영화의
포스트 프로덕션 예산이 극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NBCUniversal의 수석 부사장 겸 법률 고문인 Rick Cotton씨는 “뉴욕주 북부 지역 인재에게 시각
효과에 대한 교육을 할 메커니즘을 마련하고 졸업 후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이 프로그램은
뉴욕주 북부 지역이 포스트 프로덕션 업무의 중심지가 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뉴욕주에 수준 높은 일자리를 만들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또한 Cuomo 주지사가
추진한 제작 및 포스트 프로덕션 세금 환급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의 매우 긍정적 효과이기도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2012년 7월에 Cuomo 지사가 서명한 이 새로운 영화 및 세금 환급법은 뉴욕시와 Dutchess, Nassau,
Orange, Putnam, Rockland, Suffolk 및 Westchester 카운티를 포함한 광역 뉴욕 통근 지역에서 활용
가능한 포스트 프로덕션 세금감면을 10%에서 30%로 늘렸습니다. 뉴욕주 북부 지역에서의 포스트
프로덕션 작업의 경우, 이 지역에 추가 투자와 새 설비 건설을 장려하기 위해 35%의 세금감면
혜택이 제공되었습니다. 2013년 4월에 주지사는 2019년까지 자금을 연장하고 총 VFX/애니메이션
예산 또는 30억 달러(더 적은 쪽) 중에서 VFX 및 애니메이션의 한도를 75%에서 20%로 낮추는 것을
포함하여 이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하고 개선할 새로운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또한 2015년부터
제작 작업 또는 게시를 위해 유능한 인재에 대해 추가로 10%의 환급을 추가했는데 뉴욕주에서
발생한 인건비에 대해 최고 45%의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스트 프로덕션에는 촬영이 완료된 후의 모든 편집과 시각 효과, 컬러 보정, 음향 편집 및 믹싱이
포함됩니다. 이 산업은 또한 엔지니어 및 메신저에서부터 창의적인 보조원에 이르기까지 수
천개의 다른 일자리도 포함합니다. 이 강화된 법은 뉴욕주 전역의 커뮤니티에 포스트 프로덕션을
유치하는 데 특별히 중점을 둔 주정부 지원을 확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른 주들은 제작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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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을 겪고 있는 시기에 뉴욕주의 강화된 세액 공제는 수 십 만 명의 사람들을 위한 직간접 취업
및 경제적 기회의 주요 원천이 된 견실한 산업 클러스터를 뒷받침합니다.
뉴욕주의 영화 및 텔레비전 인센티브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 정보를 원하시면
http://www.nylovesfilm.com/tax.asp를 방문하십시오.
Buffalo 투자 전략 정보
대대적인 민간투자를 추진하고 수 천개의 지속 가능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목표로 Buffalo
지역 경제에 1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Cuomo 주지사의 약속으로 뉴욕주는 Buffalo 지역이
즉각적인 경제 발전을 일으켜 “현 세대”를 다시 일터로 보내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경제 기회의 발판을 마련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최우수 경제개발계획수상자인 WNYREDC(Western New York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는 현지 기업 발전을 지원하는 데 재정지원금을 어떻게 활용하고 미국과 세계의 신규
기업들을 Buffalo에 어떻게 유치할지 그 방법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
기업들은 어떤 면에서는 WNYREDC가 자체 전략 계획에서 파악한 클러스터 산업들과 연관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첨단 제조, 농식품가공, 국가간 물류 및 배송, 에너지,
생명공학/의료기기, 전문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지역 위원회와 경제 개발 계획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 사이트를 방문해 주십시오:
www.regionalcouncils.ny.gov. 뉴욕주가 기업과 제휴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보려면
www.thenewny.com를 방문하십시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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