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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기업에기업에기업에기업에 대한대한대한대한 파일링을파일링을파일링을파일링을 가속화하기가속화하기가속화하기가속화하기 위한위한위한위한 새새새새 온라인온라인온라인온라인 시스템시스템시스템시스템 발표발표발표발표 

 

사용자사용자사용자사용자 친화적친화적친화적친화적 시스템은시스템은시스템은시스템은 고객고객고객고객 서비스를서비스를서비스를서비스를 개선하고개선하고개선하고개선하고 신규신규신규신규 기업과기업과기업과기업과 유한책임회사에유한책임회사에유한책임회사에유한책임회사에 대한대한대한대한 즉각적인즉각적인즉각적인즉각적인 

파일링파일링파일링파일링 제공제공제공제공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전국에 걸쳐 경제적 기회 창출을 독려 하는 국내 기업들과 국내 

유한책임회사(LLC)를 수립하기 위해 새롭고 간소화된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업들은 이제 온라인으로 자사의 법인 설립 인증서 및 조직 문서를 

파일링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 새 시스템은 과거에 처리하는 데 1주일 

이상 걸렸던 2건의 비즈니스 파일링 작업을 단 몇 분 만에 처리할 수 있게 해주고 신속히 처리된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Cuomo 주지사는 "새로운 비즈니스 벤처를 만드는 과정을 간소화함으로써 기업들이 뉴욕에서 

자사의 비즈니스를 더 쉽게 할 수 있게 해준다"고 말했습니다. "이 혁신적인 업그레이드는 

고용주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함으로써 자신들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추구하는 데 집중할 수 있게 해줍니다.  

 

기술 업그레이드는 뉴욕주에서 더 많은 비즈니스 친화적 환경을 구축하는 일련의 최신 기관 

이니셔티브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특정 전문 분야에 대한 온라인 라이선스 시스템과, 작년에 

세무금융부가 구현한 영업세 보고 시스템의 첫 번째 단계의 뒤를 잇는 것입니다. 비즈니스 

파일러는 이제 더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납세자는 뉴욕주의 자원의 더 효율적인 

할당으로부터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Cesar A. Perales 국무장관은 "매일 국무부는 뉴욕이 '사업하기 좋은 지역'이 될 수 있게 유지하고 

정부가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이 

시스템의 개선은 완전히 개선된 실용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시스템을 통해 국가적 자원을 아끼고 

비즈니스 커뮤니티를 제공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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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4년 Albany에 설립된 법률 서비스 회사 Servico Inc.의 사장 Scott J. Schuster는 "Servico는 

비즈니스 파일링을 비용 효율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프로세스로 바꾼 혁신적인 기술을 채택한 

Cuomo 주지사와 국무부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새 온라인 시스템의 테스트 

및 구현에 없어서는 안될 주요 파트너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이 새 프로그램과 뉴욕주 법률, 규칙 

및 규정이 어떻게 연관되었는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법조계뿐만 아니라 대중에게 매우 귀중한 

것으로 입증될 것입니다." 

 

BlumbergExcelsior Corporate Services 매니저인 Trudi Winter는 "BlumbergExcelsior Corporate Services 

Inc.는 우리의 고객 서비스에서 이 새로운 시스템이 얼마나 유용한 존재인지 깨닳았다"고 

말했습니다. 

 

평균적으로, 신규 기업들은 매년 10만여 건의 기본 정관 인증서와 국무부 관련 조직 문서를 

파일링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스템 이용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7:30이며 국무부 기업과 

웹사이트(http://www.dos.ny.gov/corps/index.html)를 통해 접속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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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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