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0년 1월 5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2020년 시정 방침(2020 STATE OF THE STATE)의 스물네 번째 제안 

발표: 업계를 선도하는 첨단기술 기업, 로체스터의 다운타운 이노베이션 

구역(DOWNTOWN INNOVATION ZONE)에서 7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  

  

클라우드 관리 플랫폼 회사 클라우드체커(Cloudcheckr), 통신 하드웨어 제조 전문회사 

마스토돈(Mastodon), 통신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 칼레로(Calero), 로체스터시에서 운영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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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워드(Finger Lakes Forward)"를 더욱 지원하는 투자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2020년 시정 방침(2020 State of the State) 어젠다의 

24번째 제안을 발표했습니다. 로체스터시에서 업계를 선도하는 세 개의 첨단기술 회사의 

확장은 로체스터의 다운타운 이노베이션 구역(Downtown Innovation Zone) 내외 

첨단기술 생태계의 성장에 대한 주지사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핑거 

레이크스(Finger Lakes) 지역의 경제를 더욱 성장시킬 것입니다. 클라우드 관리 플랫폼 

회사인 클라우드체커(CloudCheckr)는 로체스터시 다운타운 이노베이션 구역(Downtown 

Innovation Zone)에 본사를 확장하여 최대 397개의 새로운 고임금 첨단기술 일자리를 

창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통신 하드웨어 제조 전문업체인 마스토돈 

디자인(Mastodon Design)은 사이언스 파크웨이(Science Parkway)의 34,000제곱 피트 

규모의 시설로 이전하여 최대 235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칼레로 소프트웨어(Calero Software)는 로체스터시에서 향후 5년간 운영을 크게 

늘리고 최대 100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체스터는 주의 투자와 지역 중심의 경제 발전에 

대한 접근 방식 덕분에 이 지역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술 회사의 고향으로 빠르게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확장하기 위한 이러한 기업들의 투자는 새로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발전의 화살표가 핑거 레이크스(Finger Lakes) 지역을 위한 올바른 

방향을 계속 가리키도록 도울 것입니다."  

  



 

 

클라우드체커(CloudCheckr)는 대기업, 관리형 서비스 제공업체 및 공공 부문에 가장 

복잡한 클라우드 인프라를 손쉽게 관리하고 즉각적인 결과로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서비스로서의 소프트웨어(software-as-a-service)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이 회사는 

아마존 웹 서비스(Amazon Web Services), 마이크로소프트 애저(Microsoft Azure), 구글 

클라우드(Google Cloud)와 같은 가장 큰 공공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자와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본 본사 건설 비용은 670만 달러로 예상됩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ESD)는 엑셀시어 일자리 

프로그램 세금 공제 프로그램(Excelsior Jobs Tax Credit Program)을 통해 일자리 창출 

약정의 대가로 최대 800만 달러를 제공함으로써 클라우드체커(CloudCheckr) 확장 

계획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체커(CloudCheckr)는 2025년 여름경에 확장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먼로 카운티 및 그레이터 로체스터 엔터프라이즈(Greater 

Rochester Enterprise) 또한 이 프로젝트를 지원했습니다.  

  

마스토돈 디자인(Mastodon Designs)의 일차 고객은 미국 국방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Defense)입니다. 2013년에 설립된 마스토돈 디자인(Mastodon Design)은 

견고한 신호 인텔리전스 및 통신 제품과 솔루션의 신속한 설계 및 제조에 대한 

전문회사입니다. 2019년 2월에 마스토돈 디자인(Mastodon Design)은 버지니아와 

플로리다주에 시설을 갖춘 방위 계약업체 카치 인터내셔널(CACI International)에 

인수되었습니다. 카치(CACI)는 정보, 국방 및 연방 민간인 고객을 위한 국가 안보 임무 및 

정부 변화를 지원하는 정보 솔루션 및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마스토돈 디자인(Mastodon Design)의 이주와 성장을 격려하기 위하여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는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 약속을 대가로 

엑셀시어 일자리 프로그램(Excelsior Jobs Program)을 통하여 최대 3백만 달러를 제공할 

것입니다. 로체스터시, 먼로 카운티 및 그레이터 로체스터 엔터프라이즈(Greater 

Rochester Enterprise) 또한 이 프로젝트를 지원했습니다. 이주 및 확장에 대한 총비용은 

475만 5천 달러에 달했습니다.  

  

칼레로(Calero)는 2013년에 설립되었으며, 2019년 12월에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MDSL과 합병되었습니다. 이 회사는 뉴욕주 로체스터에 최대 규모의 운영 

시설을 유지하고 있으며 조지아주 애틀랜타, 영국, 홍콩, 프랑스 및 네덜란드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이 통신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는 1040 유니버시티 애비뉴(1040 

University Avenue)에 위치한 건물에서 사업을 확장하여 고도로 숙련된 인재 풀을 통해 

성공적인 기업을 끌어들이고 있는 활기찬 도심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전 세계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기술 회사는 기업이 고급 

소프트웨어와 서비스의 조합을 통해 통신, 모빌리티, 클라우드를 포함한 다양한 통신 

서비스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SD)는 엑셀시어 일자리 

프로그램(Excelsior Jobs Program)을 통해 일자리 창출 약속을 대가로 최대 100만 

달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총 프로젝트 비용은 3백만 달러에 달합니다. 이 회사는 

2020년의 1분기에 새로운 위치에서 운영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로체스터 다운타운은 재탄생의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로체스터 다운타운 

개발공사(Rochester Downtown Development Corporation)에 따르면, 지정 지역은 혁신 

구역으로 알려져 있으며, 도시의 진화하는 도심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는 195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 모멘텀은 Cuomo 주지사가 2018년 2월에 처음 발표한 종합적인 "ROC 더 

리버웨이(ROC the Riverway)" 이니셔티브에 의해서도 보완됩니다. 5천만 달러의 핑거 

레이크스 포워드(Finger Lakes Forward) 업스테이트 활성화 계획(Upstate Revitalization 

Initiative) 보조금으로 지원받는 13개의 1단계 프로젝트는 제네시 리버(Genesee River)를 

둘러싼 지역에 혁신을 일으키고 로체스터 워터프론트의 잠재력을 발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체커(CloudCheckr)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여기를 클릭해 확인하세요.  

  

카치 인터내셔널(CACI international) 및 마스토돈 디자인(Mastodon Design)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해 확인하세요.  

  

칼레로 소프트웨어(Calero Software)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해 확인하세요.  

  

핑거 레이크스 포워드(Finger Lakes Forward) 계획의 촉진  

오늘 발표된 내용은 견고한 경제 성장과 지역사회 개발을 창출하기 위한 지역의 종합 

청사진인 "핑거 레이크스 포워드(Finger Lakes Forward)"를 보충합니다. 뉴욕주는 이 

계획을 위한 준비작업을 위해서 2012년부터 이미 61억 달러 이상을 이 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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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해왔습니다. 현재 실업률은 대공황 이전의 실업률 이후 최저 수준에 머무르며, 

개인과 기업의 소득세는 낮고, 사업체들은 로체스터, 바타비아 및 캐넌다이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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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정부의 5억 달러 규모 투자로 인해, 민간 기업에서 25억 달러가 훨씬 넘는 투자를 하도록 

장려하고, 제출된 해당 지역의 투자 계획에 따르면 이 지역에 최대 8,2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projects-transformative-roc-riverway-initiative-downtown-rochester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projects-transformative-roc-riverway-initiative-downtown-rochester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6be922de-37681a25-6bebdbeb-000babd9f8b3-d2600d71298be7d3&q=1&e=58bfe2e6-2867-425b-ad5f-34937660c17f&u=https%3A%2F%2Fcloudcheckr.com%2F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fad40aa8-a6553253-fad6f39d-000babd9f8b3-c6d75317112a0100&q=1&e=58bfe2e6-2867-425b-ad5f-34937660c17f&u=https%3A%2F%2Fwww.caci.com%2F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b36287a5-efe3bf5e-b3607e90-000babd9f8b3-1d223f327edf082c&q=1&e=58bfe2e6-2867-425b-ad5f-34937660c17f&u=https%3A%2F%2Fwww.calero.com%2F
https://esd.ny.gov/finger-lakes-forward-u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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