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3년 5월 28일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뉴욕뉴욕뉴욕뉴욕 전체전체전체전체 지역지역지역지역 책임자의책임자의책임자의책임자의 TAX-FREE NY 운동에운동에운동에운동에 대한대한대한대한 후원후원후원후원 발표발표발표발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SUNY 캠퍼스와 뉴욕주의 대학 커뮤니티를 전세계의 신규 기업, 벤처 

캐피탈, 신규 사업체, 투자 등이 주목하는 면세 커뮤니티로 전환하게 될 혁신적인 Tax-Free NY 

운동을 발표한 후 뉴욕주 전체의 지역 책임자의 후원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지난 주에 Tax-Free NY 운동을 발표한 후 뉴욕주 전체의 지역 책임자들은 이러한 

혁신적인 경제 개발 운동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Tax-Free NY는 뉴욕주 북부 

지역의 커뮤니티를 새로운 기업체, 신규 기업, 투자기업 등이 모여드는 곳으로 전환함으로써 

카운티, 도시 및 타운에서 이례적인 수준의 경제 활동 및 일자리 창출 레벨을 달성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Stephen J. Acquario, 뉴욕뉴욕뉴욕뉴욕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협회협회협회협회(NYSAC) 이사이사이사이사는 “대학 경제개발 운동(University Economic 

Development Initiative)으로 기업체가 뉴욕에 모이고 일자리가 늘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운동을 

통해 주지사는 글로벌 경제에서 뉴욕주의 경쟁력을 계속 확대해 갈 것입니다. 커뮤니티 칼리지를 

후원하고 주립대학의 소재지인 뉴욕주의 62개 카운티를 대신하여 주지사의 지속적인 지역사회 

기반 경제 개발 성과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말했습니다. 

 

Peter A. Baynes, NYCOM (New York Conference of Mayors) 이사이사이사이사는 “NYCOM은 뉴욕의 세계적 수준의 

대학과 주변 지역의 경제적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인 사회주지사의 Tax-Free NY 운동을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이 운동을 주최하는 도시와 마을은 물론 기존의 주요 사업체들의 경제 및 

회계적 역동성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NYCOM은 뉴욕주 전체의 지역사회와 지역을 

재활성화할 Tax-Free NY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 주지사 및 입법위원과 협력해 갈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Albany 카운티의카운티의카운티의카운티의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행정행정행정행정 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 Daniel P. McCoy는 “Andrew Cuomo 주지사 SUNY가 Capital 

District와 뉴욕주 전체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완전히 인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Albany 

카운티에서 University at Albany와 College of Nanoscale Science and Engineering이 이 지역의 재무 

건전성을 좌우한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향후 경제 성장 및 다양성에 도움이 될 “Tax-Free NY” 

운동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해 행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해 갈 계획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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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ffolk 카운티의카운티의카운티의카운티의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행정행정행정행정 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 Steven Bellone씨는씨는씨는씨는 “Cuomo 주지사의 Tax-Free NY 운동은 

SUNY 캠퍼스에서 시설과 운영을 확장하려는 신규 기업과 기업을 위한 혁신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세금 혜택을 받으며, 고등교육 기관과 시너지를 생성하기 때문에 크게 환영하는 바입니다. 지역의 

경제 개발을 활성화할 기회는 미래에도 지속 가능한 뉴욕 경제를 형성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Oneida 카운티의카운티의카운티의카운티의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행정행정행정행정 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 Anthony Picente씨는씨는씨는씨는 “Cuomo 주지사가 실시한 Tax-Free NY 

프로그램은 뉴욕주 북부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면세 지역을 통해 뉴욕주를 

기반으로 한 첨단 기술 기업이 늘어나도록 촉진하고 그러한 기업과 고등교육 시스템을 연계시키는 

것은 지역사회에 오래 지속될 일자리를 창출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지사는 더 

강력한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뉴욕주의 모든 장점을 집결시킬 선도적인 운동을 

제안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Broome 카운티의카운티의카운티의카운티의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행정행정행정행정 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 Debbie Preston씨는씨는씨는씨는 “뉴욕의 기업들은 너무 오래 동안 

과도한 세금과 규제에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우리 카운티에 더 많은 일자리, 기업 및 민간 투자가 

모여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Binghamton University와 Broome Community College와 

같은 최고의 교육기관들이 성장하고 있으므로 기업체와 취업 기회도 들어날 것입니다. 뉴욕의 

세금과 사업 운영비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면 긍정적 방향으로 발전할 바탕이 될 것입니다. 

미국의 다른 지역에도 Broome 카운티가 기업 친화적인 장소라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대학교를 중심으로 이러한 노력을 하는 Cuomo 주지사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Dutchess 카운티의카운티의카운티의카운티의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행정행정행정행정 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 Marcus Molinaro씨는씨는씨는씨는 “SUNY 시스템은 뉴욕주의 최고의 

자산 중 하나이며 경제 개발 면에서 가장 활용 가능성이 큰 자원입니다. 주지사의 이번 운동으로 

이미 면세 혜택이 있는 지역에서 기업을 설립함으로써 투자와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기업에게 

SUNY 시스템의 모든 자원을 제공하고, 민간 부문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성장에 기여할 

기반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Mid-Hudson 지역을 포함한 뉴욕주 북부의 다수의 지역에는 주요 

대학교나 대학 연구센터가 없지만 SUNY 시스템은 Dutchess와 같은 커뮤니티 칼리지와 Albany, 

Binghamton 및 Stony Brook에서 “SUNY의 장점”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Cuomo 주지사가 

기술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취한 추가 조치입니다. 이 운동은 신규 기업을 유치하여 지역사회에 

혜택을 줄 뿐만 아니라 기업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학생들에게도 혜택을 줌으로써 더 많은 신규 

기업이 모여들게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규모 기업들은 기업 경제의 기반이며 이들 중에서 

25%는 직원 수가 5명 미만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업의 복지가 아니라 이웃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일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Onondaga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Joanie Mahoney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행정행정행정행정 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는 “Cuomo 주지사의 Tax Free NY 제안에 

찬성합니다. 뉴욕주 북부 지역은 수 십 년 동안 국내의 다른 사업 비용이 저렴한 지역과 경쟁했지만 

미국 최고의 대학들이 바로 우리 카운티에 있습니다. 주지사의 제안은 21세기의 취업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 우리의 장점을 자본화하면서 약점은 최소화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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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했습니다. 

 

Onondaga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입법기관입법기관입법기관입법기관 Ryan McMahon 회장회장회장회장은 “Tax-Free NY는 뉴욕주의 경제 개발과 SUNY 

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게 될 좋은 기회입니다. 이러한 면세 커뮤니티는 기업들이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환경을 제공하고 Onondaga Community College와 같은 교육기관과 민간 부문을 더욱 

잘 연결하게 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의 계획은 기업이나 고등교육 기관은 물론 뉴욕주 북부 

지역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 기대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Albany시시시시 Jerry Jennings 시장시장시장시장은 “뉴욕주 북부 지역에 대한 Cuomo 주지사의 투자 노력의 증거로서 

교육 기관과 기업을 연결하기 위해 “Tax-Free 커뮤니티”를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10년 동안 신규 

기업들은 “면세” 혜택을 받으며 SUNY 캠퍼스의 인적 자원을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Capital 

Region의 기업들이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게 되기를 바라며 주지사의 이러한 혜택을 제공하려는 

노력으로 상당한 성장과 경제 활성화의 효과를 얻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Utica시의시의시의시의 Robert Palmieri 시장시장시장시장은 “SUNYIT와 같은 학교 주변에 면세 구역을 지정함으로써 Cuomo 

주지사는 기업이 뉴욕에 정착하기 쉽게 해주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뉴욕주에서 상당히 저렴한 

비용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뉴욕주 북부 지역의 경제에 새로운 생명력을 제공할 강력한 

조치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Niagara Falls시시시시 Paul Dyster 시장시장시장시장은 “뉴욕시 서부에는 기술혁신, 투자,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이 될 

수준 높은 교육기관이 다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허 획득,  신규 사업체 설립, 벤처 캐피탈 집결 등의 

과제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인식도 그러한 이유 중 하나이며 뉴욕주의 세금은 너무 비싸고 정책도 

“기업체 비친화적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운동은 신규 기업들이 고등교육 

기관과 제휴하고 기업 운영의 처음 10년 동안 세금 면제라는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악순환을 끊으려는 시도입니다. 민간 부문 투자자가 신속하게 인식하게 될 것이므로 다른 

주에서는 이에 견줄만한 조건을 제공하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Oswego시시시시 Thomas Gillen 시장시장시장시장은 “오늘 발표한 Tax-Free NY 계획은 지역사회에 재투자하려는 

Cuomo 주지사의 강력하고 역동적인 의지를 대변합니다. Oswego시가 제공하는 고유한 자산을 

활용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성장시키고 신흥 기술 인력을 유치하게 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의 

Tax-Free NY 계획으로 큰 혜택을 보게 될 Environmental Facilities Corporation at SUNY Oswego의 

Matthew Driscoll 사장 겸 CEO를 오늘 모시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주 입법위원이 시기 

적절하게 이러한 조치를 승인하고 더 효과적이고 안전하며 안정적인 도시를 만들겠다는 공통의 

사명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Troy시시시시 Lou Rosamilia 시장시장시장시장은 “Cuomo 주지사가 “Tax-Free NY” 운동을 공개하면서 Troy시는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이 계획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Troy 시장으로서 저는 이러한 

노력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될 교육기관이 SUNY이므로 Hudson Valley Community College에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결국 Cuomo 주지사의 계획은 일자리 생성은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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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에게 대학 주변에서 기업을 시작하고 번영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Hudson 

Valley Community College는 학생들이 즉시 사회에 진출할 준비를 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것은 Troy시와 Capital Region 지역에 젊은 인재를 유치하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Buffalo시의시의시의시의 Mark J.F. Schroeder 감사원장감사원장감사원장감사원장은 “Tax-Free NY는 Buffalo가 경제를 재활성화하고 민간 

투자를 위해 힘쓰는데 도움이 될 효과적인 조치입니다. 기술혁신, 기술, 기업가 정신은 뉴욕주의 

미래 경제의 핵심이며 대학 캠퍼스는 이러한 활동의 중심지입니다. Tax-Free NY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투자를 원하는 신흥 및 기타 기업을 위한 기업 친화적인 최첨단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세계적인 수준의 고등교육 기관을 자본화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의 뉴욕주 북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리더십으로 이미 훌륭한 결과를 얻었으며 Tax-Free NY를 통해 뉴욕주는 기업을 

설립하고 성장할 최적의 장소가 되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North Hempstead타운타운타운타운의의의의 Jon Kaiman 감독관감독관감독관감독관은 “Cuomo 주지사는 지난 28개월 동안 뉴욕주의 

기업에 대한 서비스를 현저하게 개선했습니다. Tax-Free NY는 민간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환영하는 뉴욕주를 구축하기 위해 협력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면세 커뮤니티에서 기업과 

뉴욕주의 고등교육 기관 네트워크 형성을 권장함으로써 주지사의 계획은 경제를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주지사의주지사의주지사의주지사의 Tax-Free NY 운동을운동을운동을운동을 후원하는후원하는후원하는후원하는 책임자책임자책임자책임자 목록은목록은목록은목록은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습니다같습니다같습니다같습니다.  

 

Peter A. Baynes, NYCOM(New York Conference of Mayors) 이사 

Stephen J. Acquario, 뉴욕 카운티 협회(NYSAC) 이사 

Albany 카운티, 카운티 행정 담당자 Daniel McCoy 

Broome 카운티, 카운티 행정 담당자 Debra Preston 

Chemung 카운티, 카운티 행정 담당자 Thomas Santulli 

Dutchess 카운티, 카운티 행정 담당자 Marcus Molinaro 

Erie 카운티, 카운티 행정 담당자 Mark Poloncarz 

Nassau 카운티, 카운티 행정 담당자 Edward Mangano 

Oneida 카운티, 카운티 행정 담당자 Anthony Picente 

Onondaga 카운티, 카운티 행정 담당자 Joanie Mahoney 

Suffolk 카운티, 카운티 행정 담당자 Steve Bellone 

Ulster 카운티, 카운티 행정 담당자 Mike Hein 

Cattaraugus 카운티 입법기관, Frank Gould 회장 

Delaware 카운티 감독위원회, James Eisel 회장 

Dutchess 카운티 입법기관, Rob Rolison 회장 

Onondaga 카운티 입법기관, Ryan McMahon 회장  

Ontario 감독 위원회, Jack Marren 회장 

Orange 카운티 감독위원회, Jeffrey Berkman 소수당 대표 



 

Korean 

Rockland 카운티 입법기관, Harriet Cornell 회장 

Schenectady 카운티 입법기관, Judith Dagostino 회장 

St. Lawrence  카운티 입법위원회, Jon Putney 회장 

Sullivan 카운티 입법기관, Scott Samuelson 회장 

Wayne 카운티 감독위원회, James Hoffman 회장 

Westchester 카운티 입법기관,  Ken Jenkins 회장 

Albany시 Jerry Jennings 시장 

Beacon시 Randy Casale 시장 

Buffalo시 Comptroller Mark Schroeder 감사원장 

Canandaigua시 Ellen Polimeni 시장 

Cortland시, Brian Tobin 시장 

Dunkirk시 Anthony Dolce 시장 

Hornell시 Shawn D. Hogan 시장 

Ithaca시 Svante Myrick 시장 

Jamestown시 Samuel Teresi 시장 

Johnstown시 Sarah Slingerland 시장 

Lackawanna 시 Geoffrey Szymanski 시장 

Lockport시 Michael W. Tucker 시장 

Middletown시 Joseph DeStefano 시장 

Newburgh시 Judith Kennedy 시장  

Niagara Falls시 Paul Dyster 시장 

Tonawanda 시 Robert G. Ortt 시장 

Norwich시 Joseph Maiurano 시장 

Oneonta시 Richard Miller 시장 

Oswego시 Thomas Gillen 시장 

Rochester시 Thomas Richards 시장 

Rome시 Joseph Fusco 시장 

Troy시 Louis Rosamilia 시장 

Utica시 Robert Palmieri 시장 

Plains시 Thomas M. Roach 시장 

Babylon 타운, Rich Schaffer 감독관 

Canton 타운, David Button 감독관 

Cicero 타운, Jim Corl 감독관 

Middletown 타운, Marjorie Miller 감독관 

North Hempstead 타운, Jon Kaiman 감독관 

Union 타운, Rose Sotak 감독관 

Vestal 타운, John Schaffer 감독관 

Fredonia 빌리지, Stephen W. Keefe 시장 

Hempstead 빌리지, Wayne Hall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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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wego 빌리지, Kevin Millar 시장 

Saranac Lake 빌리지, Clyde Rabideau 시장 

 

Tax-Free NY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http://www.governor.ny.gov/press/05222013-tax-free-ny-

initiative를 방문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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