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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버펄로의 POSTPROCESS TECHNOLOGIES 전 세계 총괄 본사 개장 

발표  

  

새 위치로 이전하여 최첨단 제조업체가 일자리를 창출하고 3D 프린팅 시장용 자동 

포스트 프린팅 시설을 확장할 것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PostProcess Technologies가 새 본사를 버펄로의 

Tri-Main Center로 이전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PostProcess는 3D 프린팅된 부품을 

마무리하는 소프트웨어 및 기계를 만듭니다. 새로운 시설에는 사무실 공간, 연구 개발 

실험실, 시연 실험실이 포함됩니다. 회사는 2013년에 설립된 이래로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해 왔으며, 현재 26명의 정규직 직원을 두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3D 프린팅 기술이 제조 업계에 혁명을 일으키고 

있으며, 가장 훌륭한 엔지니어들이 이 새로운 인쇄 기술을 보다 더 발전시키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생각해 보면, PostProcess와 같은 사업체는 바로 

여기 버펄로에서 수십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시에 최첨단 솔루션을 개발하여 

웨스턴 뉴욕 부흥에 추진력을 더합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PostProcess Technologies는 웨스턴 

뉴욕의 신흥 첨단 제조 경제와 다운타운 버펄로가 첨단 기술 허브로 발전한 최신 

사례입니다. 전략적 민관 파트너십을 통해, 혁신을 장려하고 우리 지역이 2023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330억 달러 규모 이상의 시장으로 발전할 3D 프린팅과 같은 신흥 시장의 

선두에 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PostProcess는 거친 가장자리를 매끈하게 만들고, 3D 프린팅된 부품을 프린터에서 

꺼냈을 때 발견된 지지대를 제거하는 최첨단 표면 마감 및 지지대 제거 기계를 설계 및 

제작합니다. 초기에 이 작업은 수동으로 이루어졌으며, 시간이 많이 들고, 일관성이 

떨어지며 부품이 손상될 수 있었습니다. PostProcess는 노동 집약적 작업을 대폭 줄인 

지능형 자동 포스트 프린팅 솔루션을 사용하여 고객의 시간과 돈을 절약하고, 처리량을 



 

 

늘리며 수작업으로는 얻을 수 없는 일관성을 제공합니다. PostProcess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소모품이 포함된 특허 출원 중인 종합 솔루션 세트를 제공합니다.  

  

Jeff Mize PostProcess CE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과 뉴욕주의 

지원으로 2021년까지 PostProcess의 매출을 1억 달러까지 늘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첨가제 가공 산업의 최첨단에 서게 되어 매우 고무적입니다.”  

  

Daniel Hutchinson PostProcess Productions 창립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로 기존의 제조 공간을 최첨단 연구 제품 개발 센터로 재사용하여 

PostProcess에서 미래 성장을 추진할 것입니다. 건물은 PostProcess의 기존 첨단 개발 

및 테스트 역량을 확장하고 도시의 독특하고 매력적인 작업 공간에 대한 당사의 바람을 

이루어 줄 것입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ESD)의 사장 겸 

최고경영자인 Howard Zemsky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PostProcess는 3D 

프린팅 프로세스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솔루션을 개발하였습니다. 3D 프린팅 마무리 

공정을 개선하는 혁신적인 통찰과 조치가 웨스턴 뉴욕에서 첨단 기술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PostProcess는 버펄로 대학(University of Buffalo, UB)의 Start-Up NY 회사입니다. 올해 

초,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는 Tri-Main 공간 제공이 

포함된, UB를 위한 개정된 Start-Up NY 캠퍼스 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아울러, 

PostProcess는 최근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가 

관리하는 NYS 혁신 벤처 캐피털 기금(NYS Innovation Venture Capital Fund)의 100만 

달러 투자를 포함하여, 400만 달러 규모의 초기 라운드를 발표하였습니다. 뉴욕주 벤처 

프로그램의 일환인 벤처 기금은 혁신을 장려하고, 뉴욕주 전역 지역사회의 경제 성장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Christina Orsi UB 경제 개발 부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PostProcess 

Technologies의 성공은 이 회사의 근면함과 창의성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아울러, 

PostProcess에 교수진의 전문 지식, 사업 개발 지침, 인턴 및 최근 졸업생 파이프라인을 

제공해 온 버펄로 대학(University at Buffalo)이 어떻게 버펄로의 성장하는 지역사회를 

지원하는지를 보여 주는 예입니다.”  

  

뉴욕 전력청(New York Power Authority) 이사회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대가로 새로운 

기계 및 장비의 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12월 회사에 90,000달러를 

교부하였습니다.  

  

NYPA 회장 John R. Koelmel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PostProcess Technologies와 

버펄로 시에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웨스턴 뉴욕 전력청 수익 배분 기금(Western New 



 

 

York Power Proceeds Allocation Fund)은 지난 수년간 버펄로-나이아가라 지역에 

커다란 이익을 가져다주었습니다. NYPA는 훌륭한 성공 스토리가 결실을 맺는 것을 

항상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Tim Kennedy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과 몇 년 내, PostProcess는 26명의 

직원을 갖춘 회사로 성장하였으며, START-UP NY 및 뉴욕 전력청(New York Power 

Authority)의 지원 덕분에 새로운 첨단 3D 프린팅 분야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교육 

시스템, 인력, 끈기의 결과로 혁신적 회사가 발전하는 성공 스토리는 버펄로 전체에서 볼 

수 있습니다. PostProcess에게 축하의 말을 전하며, 버펄로의 민간 부문의 성장과 경제 

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신 Cuomo 지사님과 Brown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Crystal Peoples-Stokes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41차 하원 지역구에 

새 본사를 개장한 PostProcess Technologies를 축하드립니다. 이는 근면, 열정, 창의력 

및 혁신이라는 STEM/STEAM 교육을 조합하여 무엇을 성취할 수 있는지 보여 주는 

훌륭한 사례입니다. 오늘 발표에는 참석할 수 없었지만, 가까운 미래에 시설을 방문하여 

3D 프린팅 기술의 잠재력을 직접 볼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본사 이전을 실현시켜 주신 

Cuomo 주지사님, Zemsky 대표님, ESD 팀에 감사드립니다.”  

  

Mark Poloncarz 카운티 행정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PostProcess 

Technologies는 첨단 제조업의 선두에 서 있으며, 여기 이리 카운티에서의 성장은 경제 

및 비즈니스 포트폴리오의 다양성과 활력을 보여 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존재하지 않았던 산업인 3D 프린팅 기술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PostProcess 발전은 지역 근로자와 여기 이리 카운티에 매우 도움이 될 것입니다.”  

  

Byron Brown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 보금자리에 오신 PostProcess 

Technologies를 환영합니다. 성장하는 회사가 버펄로에 세계 총괄 본사를 개장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PostProcess는 도시의 제조업계 종사 주민에게 수십 개의 

일자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 시에 투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PostProcess Technologies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http://www.postprocess.com/을 

방문하여 확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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