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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6년 3월 16일 ANDREW M.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주지사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시장을시장을시장을시장을 선도하는선도하는선도하는선도하는 포토닉스포토닉스포토닉스포토닉스 기업들이기업들이기업들이기업들이 ROCHESTER에에에에 16억억억억 달러를달러를달러를달러를 

투자하여투자하여투자하여투자하여 1,400여개의여개의여개의여개의 신규신규신규신규 일자리를일자리를일자리를일자리를 창출한다고창출한다고창출한다고창출한다고 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 
 

포토닉스포토닉스포토닉스포토닉스 기업기업기업기업 Avogy, 본사를본사를본사를본사를 Silicon Valley에서에서에서에서 Rochester로로로로 이전하다이전하다이전하다이전하다; Photonica와와와와 
더불어더불어더불어더불어 Eastman Business Park에에에에 첨단첨단첨단첨단 개발개발개발개발 및및및및 초기초기초기초기 제조제조제조제조 시설을시설을시설을시설을 세우다세우다세우다세우다 

 

주요주요주요주요 포토닉스포토닉스포토닉스포토닉스 투자로투자로투자로투자로 지역의지역의지역의지역의 전략적인전략적인전략적인전략적인 URI 계획계획계획계획 “Finger Lakes Forward”를를를를 지원하다지원하다지원하다지원하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시장을 선도하는 두 곳의 포토닉스 기업 Avogy와 

Photonica가 Rochester에 16억 달러를 투자하여 1,400여개의 하이테크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투자는 지난 7월 Cuomo 주지사와 SUNY Polytechnic 

Institute의 Rochester 캠퍼스의 Biden 부총장이 Canal Ponds에서 발표했던 6억 달러 

규모의 IPIMI(Integrated Photonics Institute for Manufacturing Innovation)에 이어 나온 

것입니다. 
 

“이 투자로 Rochester에 변혁의 순간이 왔습니다. 이로 인해 경제 성장에 불이 지피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이 지역을 미국의 포토닉스의 수도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할 

것입니다”라고라고라고라고 Cuomo 주지사가주지사가주지사가주지사가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이처럼 증명된 나노기술 주도의 경제 개발 

모델을 Rochester에 유치하면서, 우리는 큰 기업들을 유치하고 발전하는 21세기 경제의 

틀을 세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큰 투자는 우리의 힘을 이끌어 Upstate New York에 

경제부흥이 지속되도록 해줍니다.”  
 

Photonica, Avogy 그리고 뉴욕주를 대신하는 SUNY Poly 간의 혁신적인 파트너십의 

제I단계에 따라 두 기업은 Canal Ponds의 청정시설에 첨단 개발실, 프로토타이핑, 초기 

제조 시설들을 마련할 것이고 Eastman Business Park에 제II단계 제조시설도 배치될 

것입니다. 두 기업은 본사와 사업장을 SUNY Poly가 최근에 발표한 Legacy Tower에 

자리한 포토닉스 본사와 기술 액셀러레이터에 마련할 것입니다. 
 

제I단계 프로젝트와 더불어 Avogy와 Photonica는 향후 5년 동안 16여억 달러를 투자하고 

1,400여개의 신규 첨단 일자리를 창출 및 지원할 것입니다. 이 기업들은 미국 전역에서 

SUNY Poly가 주도하는 수 십 가지의 민관학계 파트너들에 힘을 합쳐 새로 부상하는 

기술 연구, 개발 및 제조에서 리더십을 공공히 할 것입니다.  
 

제 I단계에서, Photonica는 Canal Ponds 및 Eastman Business Park에 있는 시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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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판매업체 및 같은 장소에 들어서는 업계 파트너들을 포함해 Rochester에 

4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 및 지원할 것입니다. 향후 5년 동안 진행될 이 7억 달러의 총 

프로젝트 투자에는 뉴욕주가 Canal Ponds와 Eastman Business Park에서 장비를 

구입하고 인프라 및 청정실 공간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소요될 3,500만달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I단계 프로젝트에서 Avogy는 사업장을 Silicon Valley에서 Rochester로 이전할 

것입니다. 이 회사는 보다 작고 가볍고 보다 신뢰할 수 있으면서 에너지 사용이 크게 

줄어든 업계 최초의 고효율 저비용 파워일렉스로닉스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이 회사의 

제품은 상업용과 산업용이 모두 있으며, 휴대용 충전장치, 가정용 전력관리, 그리고 

데이터센터와 전기차량의 미래 애플리케이션에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Photonica는 현재 전세계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가상현실 기기 UltraHD 해상도와 

대형 비디오 디스플레이 기기 및 TV, 플렉시블 및 커브드 동영상 재생기, 3D 디스플레이, 

소비자 이동기기에서부터 군사용, 국가 방어용 및 대량 소비자 및 비즈니스 시장에 걸쳐 

응용프로그램을 포함한 차세대 시각기술 및 디스플레이 기술의 리더입니다.. 이 회사는 

현재 해군과 공군 뿐 아니라 주요 소비가전제품 및 반도체 제조업체와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Avogy는 Rochester에 대량생산 제조시설과 함께 현재의 기술 제품의 생산을 

확대해나가고 첫 5년 동안 평균 연봉 80여 달러를 받는 근로자를 거의 400명 정도 고용할 

것입니다. 공급업체와 하이테크 비즈니스 파트너들은 600여개의 추가 지원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총 투자금이 9억5,000만 달러 규모인 이 프로젝트에는 첨단 제조업을 

지원하기 위해 Canal Ponds와 Eastman Business Park에 필요한 도구 및 인프라를 

업그레이드할 4,000만 달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부지사는부지사는부지사는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제가 뉴욕주들 돌아다니면서 특히 이곳 

Upstate에서 수십 년 동안 쇠락해가던 곳을 완전히 탈바꿈시켜놓은 Cuomo 주지사의 

놀라운 업적을 보아왔습니다. 오늘 발표는 각 지역의 강점을 바탕으로 한 전략적인 

투자가 전국에서 큰 기업들을 끌어모으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오늘 일은 

Rochester, Finger Lakes 그리고 모든 Upstate New York에게 축하할 큰 일입니다.” 
 

SUNY Polytechnic Institute 원장원장원장원장 겸겸겸겸 CEO인인인인 Alain E. Kaloyeros 박사는박사는박사는박사는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우리는 Upstate New York, 특히 Rochester에서 Andrew M. Cuomo 

주지사의 레이저와 같은 집중이 반응하여 일자리를 만들고,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연구, 

개발, 상업화 기회를 이끌면서 SUNY Poly의 훌륭한 교육 내용을 뉴욕의 첨단기술 

생태계의 주요 동인으로 보완하게 될 중요한 혁신기반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 기쁩니다. 오늘 발표는 Rochester에 사실상 새로운 날을 의미합니다. Andrew 

Cuomo 주지사의 전략적인 투자로 경제 성장이 가능해지고, 이제 곧 세계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게 될 강력한 포토닉스 기반의 생태계가 마련될 것입니다.”  
 

Empire State Development 총재총재총재총재, CEO & 커미셔너인커미셔너인커미셔너인커미셔너인 Howard Zemsky는는는는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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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Integrated Photonics Institute에 Cuomo 주지사가 추진하는 전략적인 

투자가 Rochester와 주변 지역에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Photonica와 Avogy의 첨단 연구 

및 제조 일자리와 사상 유례가 없는 16억 달러 규모의 투자로 Rochester는 이제 기술 

연구, 개발 및 제조에 글로벌 리더로 부상하였습니다.”  
 

Photonica의의의의 회장회장회장회장 겸겸겸겸 최고기술건축사인최고기술건축사인최고기술건축사인최고기술건축사인 Sutherland Ellwood는는는는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우리는 뉴욕주와의 파트너십에 대단히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는 SUNY Poly와의 오랜 

관계를 확장시켜줄 뿐만 아니라 미국의 포토닉스 수도라고 하는 뉴욕주의 놀라운 연구, 

교육 및 문화적 자산을 활용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본인은 우리의 삶, 일터 및 

사업 방식을 새롭게 정의시켜줄 기술에 대한 투자로 21세기 모델을 이끌어가는 데 

리더십을 보여준 Cuomo 지사에게 감사 드리고 싶습니다.” 
 

Avogy CEO 겸겸겸겸 사장인사장인사장인사장인 Dinesh Ramanathan는는는는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우리는 세계적인 

수준의 포토닉스와 파워 일렉트로닉스 컨소시엄의 일부가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뉴욕주, 그리고 특히 Rochester를 Avogy와 같은 회사의 첨단기술의 

안식처로 만들어주시는 Andrew Cuomo 주지사의 비전에 크게 기인한 것입니다. 우리는 

혁신의 경계를 없애기 위해 이 지역의 고숙력 노동력을 이용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상업용 및 산업용 파워 일렉트로닉스 제조의 선도자로서 포토닉스와 파워 

일렉트로닉스 허브를 활용하고 뉴욕주의 하이테크 발전을 위한 최적의 모델을 통해 

혜택을 입기 위해 제조 시설을 실리콘밸리에서 이동시킬 계획입니다.” 
 

Greater Rochester 상공회의소상공회의소상공회의소상공회의소 의장의장의장의장 겸겸겸겸 CEO인인인인 Bob Duffy는는는는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이 

투자는 우리의 지역경제개발위원회의 엄청난 성공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과 경제적 

성공을 Rochester에 가져올 우리의 ‘Finger Lakes Forward’ 개발 계획을 강화시켜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역 고유의 강점을 바탕으로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앞으로 수십년 

동안 높은 보수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새로운 투자를 유치할 것입니다. 저는 Finger 

Lakes를 발전시키는 데 힘쓰면서 Cuomo주지사와 지속적인 파트너십 관계를 이어가길 

기대합니다.”  
 

Louise Slaughter 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우리 커뮤니티를 대신해서 

Rochester를 광학과 포토닉스의 세계적인 수도로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을 해주시고 

파트너십을 보여주신 Cuomo 주지사, 다수당 대표 Morelle, University of Rochester, 

RIT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발표는 제가 포토닉스 

연구소를 Rochester에 유치하기 위해 했던 3년여에 걸친 캠페인에 더해진 중요한 성공의 

디딤돌입니다. 처음부터 이 민관 제조 파트너십은 놀라운 전문지식을 활용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 커뮤니티에 새로운 투자를 이끌어 이 지역에 물결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을 

갖고 있음이 확실했습니다. 포토닉스는 이미 우리 경제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되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Joseph Robach 상원의원은상원의원은상원의원은상원의원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포토닉스 클러스터를 이곳 

Rochester에 유치하는 데 힘써주신 주지사와 동료들께 감사 드리고 싶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 일자리 창출이 현실화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경제를 크게 강화하고 우리 지역 



Korean 

인력들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며 우리 지역을 이 중요한 부문의 리더로 부각시켜줄 

것입니다.” 
 

Joseph D. Morelle 하원하원하원하원 다수당다수당다수당다수당 대표는대표는대표는대표는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Finger Lakes 지역은 우리 

눈 앞에서 미국 전역과 전세계의 인정을 받는 지식 기반 혁신 경제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로 Rochester는 첨단 포토닉스 연구 개발의 미국의 리더 역할을 확대하고, 

투자자들과의 새로운 혁신적 파트너십을 배양하여 궁극적으로 지역 전체의 일자리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Rochester가 Cuomo 주지사로부터 지속적으로 받는 

지원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며, 우리 커뮤니티를 위해서 보다 밝은 미래를 가꾸기 

위한 협력과 헌신을 해주신 모든 파트너들께도 감사 드립니다.” 
 

Rochester 시시시시장장장장 Lovely Warren은은은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다시한 번, 일자리 창출과의 

전쟁에서 우리의 든든한 파트너인 Cuomo 주지사가 좋은 소식을 갖고 Rochester를 

찾아주셨습니다. 오늘 발표는 사실상 우리 시 전역에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1,400명의 새로운 좋은 봉급의 포토닉스 일자리가 Rochester의 1,400 

가구들의 앞날을 바꿔놓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더 많은 일자리 창출, 보다 안전하고 

활기찬 이웃 그리고 우리 시에 보다 나은 교육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매일 노력하고 

있는 데 주지사 외에는 아무도 제 곁에 두고 싶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는 그만큼 

주지사께서 Rochester와 이곳 시민들에게 많은 일을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Monroe 카운티장카운티장카운티장카운티장 Cheryl Dinolfo는는는는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Monroe 카운티는 첨단 기술 

기업들이 찾고 있는 그런 확실한 기반, 즉 세계적 수준의 인력, 교육기관 그리고 어디와도 

비교할 수 없는 삶의 질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오늘 발표는 우리가 보다 확실한 미래를 

위해 우리 커뮤니티 곳곳에서 볼 수 있는 분위기를 바탕으로 이뤄진 것입니다. Cuomo 

주지사 및 관계된 모든 분들이 오늘 발표의 약속을 실현시켜주기를 기대합니다.” 
 
Finger Lakes Forward 
 

이 혁신적인 투자는 강력한 경제 성장과 지역사회 발전을 낳는 이 지역의 종합 청사진인 “ 

Finger Lakes Forward”를 완성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지역은 2015년 12월 Cuomo 

주지사가 발표한 Upstate Revitalization Initiative를 통해 5억 달러 규모의 뉴욕주 투자와 

함께 Finger Lakes Forward를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5억 달러 투자는 민간 

기업들이 이 지역에 투자하도록 장려하고 25억여 달러를 활용하여 8,200 개의 신규 

일자리까지 창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욕주는 이미 포토닉스, 농업 및 식품 생산, 그리고 첨단 제조 등 주요 산업에 대한 투자 

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이 계획에 대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2012년부터 이 지역에서 

34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오늘날, 실업률은 대경기 침체 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개인 및 법인 

소득세도 감소했고, 기업들은 Rochester, Batavia 및 Canandaigua와 같은 지역을 기업 



Korean 

성장을 위한 투자 대상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Finger Lakes Forward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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