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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단계 착수
주지사 IBM BUFFALO INNOVATION CENTER 1단계
Innovation Center를 통해 첨단 기술 개발을 위한 허브 역할 개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IBM Buffalo Innovation Center가 Buffalo 시내에 있는
Buffalo Information Technologies Innovation & Commercialization Hub에서 1단계에
착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IT 허브는 주지사의 Buffalo Billion 이니셔티브로부터
5,500만 달러를 투자 받음으로써 500여 개의 새로운 IT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Western New York의 비즈니스 환경이 발전과 변화를 계속
거듭하면서 이 지역에 상당한 기여를 한 IBM과 같은 강하고 매력적인 주요 국제 기업을
유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1단계 사업은 이 지역에 더 많은 첨단 기술
및 일자리를 가져오기 시작할 것이며 Buffalo가 다음 단계로 이동 중임을 나타내는 또
다른 신호이기도 합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Buffalo시가 오늘날 이룬 또 다른 성공은 IBM이 세계적 수준의
혁신 허브를 향한 이 도시의 재건 과정의 일부가 되기로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Cuomo 주지사가 유망한 새로운 산업에 착수하고 안정된 일자리를 만든
시그너처 프로그램인 Buffalo Billion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사실, IBM Buffalo
Innovation Center 프로젝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앞으로 7년 동안 500여 개의 일자리
만들기 공약을 지킨 것입니다. IBM의 지속적인 협력과 이 사업체의 입주를 허가한
Queen시의 결정에 대해 감사를 표합니다.”
IBM은 Key Center 북쪽 타워의 전이 공간에 입주하게 될 이 허브 최초의 입주사입니다.
IBM은 올 가을 말과 초겨울 사이 Key Center 남쪽 타워의 영구 공간으로 이주하기 위한
입주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State University of New York(SUNY)과의
제휴를 통해 IT 전문가를 훈련시키고, 신입 IT 스탭을 교육하여 분자 연구, 유전체학,
에너지 효율 개발 및 방위 분야에서의 첨단 연구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차세대 IT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것입니다.
이 개발의 일환으로 IBM은 500개의 신규 정보기술 일자리를 Buffalo 다운타운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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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브에 위치시킬 것입니다. 이 허브는 서부뉴욕지역 경제개발협의회(WNYREDC), State
Data Center, College of Nanoscale Science & Engineering(CNSE) 및 University at
Buffalo와의 제휴로 고급 분석, 빅 데이터, 왓슨 기술, 클라우드 컴퓨팅 및 모바일 컴퓨팅
등 각종 분석 능력을 제공하는 추가 IT 기업들을 위한 자석 역할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주지사가 앞서 발표한 바와 같이 뉴욕주는 Buffalo 정보기술 혁신상용화 허브에 사용될
5500만 달러를 CNSE를 통해 제공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열린 혁신 설비를 확립하기
위한 1500만 달러와 IT 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기 위한 4000만 달러가 포함됩니다.
이 허브는 뉴욕주 소유이며 그 자원은 모든 주 기관들의 모든 IT 부서에 제공될 것입니다.
Empire State Development 사장 겸 CEO이자 뉴욕주 경제개발부 국장인 Howard
Zemsky는 “Cuomo 주지사의 비전과 의지 덕분에 Buffalo와 Western New York의 혁신은
큰 도약을 이루었고 어느 세대에서도 볼 수 없는 자신감을 안겨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새로운 Buffalo Billion 자금으로 이룬 IT 허브에 IBM이 입주한 것은 지적 자본, 안정된
일자리, 최첨단 하이테크 응용분야 및 우수성을 상징하는 브랜드의 주요 유입을
의미하며 이것은 이제 1단계 시작에 불과합니다. Buffalo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Cuomo 주지사는 현재와 미래에도 항상 더 나은 성공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 시가
더 높은 비전을 가지고 더 열심히 노력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SUNY Polytechnic Institute 원장 겸 CEO인 Alain Kaloyeros 박사는 “Andrew Cuomo
주지사의 리더십과 비전을 통해 Buffalo는 가장 어려운 도시들 중 하나에서 가장 활기찬
도시로 탈바꿈했으며 IBM이 Western New York의 일부가 됨으로써 이 지역은 유래없는
상승 발전을 거듭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SUNY Poly와의 협력관계와 함께
Buffalo에 자리를 잡은 IBM은 Cuomo 주지사의 혁신 허브에 대한 중요한 IT 지원 링크는
물론 뉴욕주의 빠른 성장과 일자리를 만드는 혁신 경제를 제공하는 혁신 기술 및 인력
훈련에 힘을 더해줄 것입니다.”
IBM Microelectronics 총괄 매니저인 Michael Cadigan은 “Buffalo가 뉴욕주의 기술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해준 자원 및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은
주지사께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IBM은 이 중요한 노력의 일부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Buffalo의 밝은 미래를 열기 위해 뉴욕주와 현지 교육기관
및 기업 커뮤니티와의 협력을 기대합니다.”
Buffalo 시장 Byron Brown은 “안정된 일자리와 경력직, 교육 기회를 마련하는 것은 시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IBM이 Buffalo시에 온 것을 환영하며 경쟁력 있는 IBM Smarter
Cities 보조금을 받았던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Buffalo시와 IBM 간의 강력한
협력관계 등 탄탄한 협력관계를 꾸준히 유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IBM
Buffalo Innovation Center의 개방은 12,000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새로운 경제 개발 활동에 대하여 5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낳게 될 Buffalo의
번영하는 경제에 대한 힘을 나타내는 또 다른 신호입니다. Buffalo시의 확장 및 재건 기간
동안 Andrew Cuomo 주지사와 시가 강력한 협력관계를 일궈나가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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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ie 카운티 행정관 Mark Poloncarz는 “IBM Buffalo Innovation Center의 개장은 우리
지역이 정보 및 제조를 위한 첨단 기술과 청정 기술 센터로 혁신하는 또 다른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IBIC는 새로운 일자리를 가져올 뿐 아니라 이미 이곳에 있거나 진행 중인
기술 기반 산업 성장에 필요한 정보 기술도 가져오기 때문에 새로운 Erie 카운티에 가장
잘 어울릴 것입니다. 또한, 이 지역에 지사를 둔 IBM과 국제적으로 알려진 기업이 있다는
것은 Erie 카운티가 21세기에 자사 사업을 성장시키는 데 Erie 카운티가 유리한 장소임을
인지하는 기업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Cuomo 주지사 덕분에
우리의 경제 부흥은 계속 추진력을 얻고 있습니다.”
Tim Kennedy 상원의원은 “이제 IBM 프로젝트 1단계가 완료되면서 우리는 진정으로 이
첨단 기술 허브 구축을 통해 이뤄진 투자가 보이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IBM은 이
지역에 수백여 개의 일자리를 가지고 왔을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Buffalo의 경제 기반을
다지기 위한 노력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리더십 하에 Western New
York은 더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드는 과학 연구를 선도하는 뉴욕주의 기술 미래의 주요
부분으로 빠르게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 다시, 이것은 Buffalo Billion이 여전히
작용하고 Buffalo시가 다음 단계로 이동한다는 증거입니다.”
Crystal Peoples-Stokes 하원의원은 “IBM이 Buffalo 시내와 141번가 District에 온 것을
환영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곳에서 IBM의 주요 임무는
우리가 WNY에 새로운 경제 및 지원 시스템을 계속 구축할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에게
STEM 교육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IBM과 Cuomo 주지사, 그리고
Empire State Development Corporation의 팀 전체에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IT Innovation and Commercialization Hub는 웨스턴 뉴욕에 대한 Cuomo 주지사의
장기적인 약속의 일환입니다. 이전에 발표했던 Buffalo Niagara Medical Campus의
Buffalo Medical Innovation and Commercialization Hub와 RiverBend의 Buffalo HighTech Innovation and Commercialization Hub는 각자의 개발 방식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이 지역에서 확대되고 있는 첨단산업 경제를 공고히하고 다지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Buffalo Billion 프로젝트와 Western New York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을 통한 3차례에 걸친 자금 지원을 통해 뉴욕주는 Buffalo와
Western New York에 8억여 달러의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이처럼 집중된 전략은 미래
세대를 위해 이 지역의 경제 성장을 가져올 혁신적인 일자리들을 창줄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IBM 소개
IBM은 전세계적으로 통합된 기술 및 컨설팅 회사로서 본사가 뉴욕주 Armonk에
있습니다. 170여개 국가에서 조업하고 있는 IBM은 전세계 최고 인재들을 유치하고
보유하며 기업, 정부 및 비영리 단체를 위해 문제를 해결하고 첨단 기술을 제공합니다.
IBM 전략의 핵심에는 혁신이 있습니다. 이 회사는 소프트웨어와 시스템 하드웨어,
광범위한 인프라, 클라우드 및 컨설팅 서비스를 개발 및 판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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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IBM은 비즈니스 분석, 클라우드 컴퓨팅, 성장 시장 및 스마터 플래닛의 4가지
성장 이니셔티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IBM 직원들은 회사의 비즈니스 컨설팅,
기술 및 R&D 지식을 적용하여 역동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더 좋은 교통, 더 안전한 식품,
더 깨끗한 물 및 더 건강한 인구를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전세계
고객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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