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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대학대학대학대학 학장과학장과학장과학장과 지역지역지역지역 경제개발경제개발경제개발경제개발 위원회에게위원회에게위원회에게위원회에게 TAX-FREE NY 운동에운동에운동에운동에 대해대해대해대해 상세상세상세상세 설명설명설명설명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전국의 대학교 학장과 지역 경제개발 위원회 구성원들에게 Tax-

Free NY 운동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Tax-Free NY에 따라 SUNY 캠퍼스와 전국의 대학교 

커뮤니티는 전세계의 신규 기업, 벤처 캐피탈, 신규 비즈니스, 투자자 등을 모아 면세 커뮤니티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Cuomo 주지사는 “오늘 대학교 학장과 지역 경제개발 위윈회 구성원들과 만나 Tax-Free NY의 

목표에 대해 논의하고 현실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민간 부문과 학계에서 온 

지방의 리더들은 Tax-Free NY 운동이 성공하기 위해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자산과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파트너로서 신규 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뉴욕주 북부 지역의 경제 성장을 위\해 힘쓸 것입니다.  

 

주지사는 오늘 대학교 학장과 지역 경제개발 위원회와 만나 입법기관이 Tax-Free NY 관련법을 

통과시킬 경우 구현 방법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미팅에 참석한 MIT(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대학교의 Robert Langer 교수는 전세계에서 815개의 특허 및 특허 출원을 가지고 

있으며 250여 개의 제약회사, 화학, 생명공학, 의료장비 회사에게 라이선스 또는 2차 라이선스를 

부여했습니다.  

 

오늘 미팅에는 Tax-Free NY를 성공으로 이끌 방법에 대한 몇 가지 패널 토론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패널의 참석자 및 발표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Bob Geolas, Research Triangle Park Foundation of North Carolina의 사장 겸 CEO  

• Gregory Galvin, Kionix의 사장 겸 CEO  

• Fernando Gomez-Baquero, BESS Technologies의 공동 설립자 겸 CEO  

• Danielle Green, Stony Brook University Biomedical Engineering College 박사과정 이수 후 연구원   

• Martin Babinec, Upstate Venture Connect 설립자 겸 회장  

• Gil Medina, Cushman & Wakefield, Inc. 전무  

• Bela Musits, Union Graduate College 경영학과 학장 겸 High Peaks Venture Partners 설립 파트너  

• Stephen Fleming, Georgia Tech의 Enterprise Innovation Institute 부학장 

• Dr. Bruce Kingma, Martin J. Whitman School of Management at Syracuse University의 기업 및 혁신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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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nie Lavigne, Economic Development 부사장, NYS Center of Excellence in Bioinformatics & Life 

Sciences의 사업개발 담당 이사, UB Center for Advanced Biomedical and Bioengineering Technology 

공동 이사  

• James S. Senall, High Tech Rochester 사장.  

 

Tax-Free NY에 대한 지원을 표시한 대학 학장 겸 학계 리더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SUNY의의의의 Nancy Zimpher 교육부장교육부장교육부장교육부장은 “주지사의 면세 운동은 SUNY에게 역사적인 기회이며 

뉴욕주에게도 획기적인 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지사는 캠퍼스의 기존의 장점을 자본화하면서 

뉴욕 경제를 주도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특히 뉴욕주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기업들이 모여들어 연구, 기술혁신, 수준 높은 일자리 창출 등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SUNY는 Cuomo 주지사의 면세 정책을 이행하여 주 전체에서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지원할 준비가 

되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University at Buffalo의의의의 Satish K. Tripathi 총장총장총장총장은 “Cuomo 주지사는 우리 지역과 주에서 지식을 

기반으로 한 경제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UB와 SUNY 기관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기여를 해왔습니다. 이 제안은 UB와 같은 연구 중심 대학의 성과를 높이고, 아이디어, 발견, 

발명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새로운 기업들을 지역사회에 유치하는 엄청난 효과를 

보장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Robert Jones, University at Albany 학장학장학장학장은 “뉴욕주 북부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Cuomo 

주지사의 면세 계획은 SUNY의 연구 기관이 연구기업을 성장시키고 지적 재산을 상용화하기 위한 

혁신적인 방법을 모색하면서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지사의 계획은 학업적 연관성이 

있는 기업을 캠퍼스 가까이에 유치하도록 하여 협력을 촉진하고, 경제 활성화의 핵심적 요소인 

기술혁신과 기업가 정신을 주도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면세 계획은 고등교육기관과 기업, 

뉴욕주의 경제 상황에게 서로 혜택이 되는 일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Dr. Alain Kaloyeros, College of Nanoscale Science and Engineering의의의의 최고최고최고최고 부학장부학장부학장부학장 겸겸겸겸 CEO는 “이 

혁신적인 Tax-Free NY 운동은 뉴욕주를 글로벌 나노테크놀로지 산업의 중심지로 만드는데 있어서 

Andrew Cuomo 주지사의 전략적 비전과 리더십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 혁신적인 운동은 교육과 

기술혁신의 효과를 활용하여 일자리와 기업을 끌어들이고 전세계의 주요 하이테크 업체들의 

투자를 유치하고 있으며 뉴욕 주민을 위해 경력과 사업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Harvey Stenger, Binghamton University 총장총장총장총장은 “우리는 SUNY 캠퍼스 주변에 위치하는 기업체들의 

세금을 줄이려는 주지사의 노력을 지지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취임 초부터 SUNY 시스템을 

뉴욕주의 주요 경제적 동인으로 내세운 바 있습니다. 우리는 뉴욕의 대학들과 경제 개발을 

연계시켜 이 대대적인 프로젝트가 뉴욕 경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또 다른 큰 도약을 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 주변의 커뮤니티와 제휴하여 뉴욕에서의 사업 성장을 

지원해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Korean 

Samuel L. Stanley Jr., MD, Stony Brook University의의의의 총장총장총장총장은 “Stony Brook University는  Cuomo 

주지사의 Tax-Free New York 계획을 적극 지지합니다. 이번 계획은 SUNY와 진행하는 가장 중요한 

개발 계획이며 주지사가 뉴욕 경제를 이끄는 방식을 보여주는 모범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지사의 비전으로 기업 소유주들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가 정신을 촉진하며, 신규 기업을 

육성하고 지역사회의 업체들을 강화하도록 돕는 SUNY의 독특한 자산을 자본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dvanced Energy Center of Excellence와 Center of Excellence in Wireless and Information 

Technology, Sensor CAT 및 Biotechnology CAT를 통해 아이디어와 연구를 비즈니스 및 신제품으로 

전환한 성과를 가지고 있는 Stony Brook University에서 주지사의 계획은 이러한 기회를 많이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신규 기업과 기존 기업들이 뉴욕주에서 성공하는데 장벽이 되었던 요소를 

근본적으로 없애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벤처기업 육성 시설이 필요로 하는 것이며 수 많은 신규 

기업들이 롱아일랜드에 자리를 잡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Stony Brook에서 Tax-Free 

New York 계획을 구현하고 우리가 모두 성장하고 번영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커뮤니티와 

협력하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Deborah Stanley, SUNY Oswego 사장사장사장사장은 “이 제안은 Cuomo 주지사의 전향적 생각과 SUNY를 경제 

동력으로 확신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가 뉴욕주를 기업 성장에 유리한 

장소로 만들려는 계획의 다음 단계이며 앞으로도 계획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는 이 

계획이 수립되는 것을 지켜보고 세부 정보를 알아보고 새롭게 만들어진 기회를 사용하여 신규 

기업들이 Oswego 또는 시라큐스의 Metro Center를 포함한 다른 지역이던지 우리 캠퍼스와 

제휴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이 제안은 신규 투자와 일자리를 통해 지역사회에 혁신적 벤처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획기적 제안입니다. 기업 소유주는 학생 및 대학원생들과 

일할 기회를 모색할 수 있으며 졸업생 중에서 새로운 기업가가 탄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Thomas J. Schwarz, Purchase College 총장총장총장총장은 “Cuomo 주지사가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캠퍼스 

주변에서 새로운 기업을 맞이하려는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기업은 캠퍼스의 

학업적 전문 지식과 연결하고 이를 자본화할 수 있으며 대학교와 지역사회에 가치를 추가하는 

기업입니다. 이번 노력의 결과 구매 관련 “면세 커뮤니티”로 독창적인 기업가 정신과 기업 

이니셔티브를 위한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Cornelius B. Murphy, Jr., SUNY College of Environmental Science and Forestry 총장총장총장총장은 “주지사가 

발표한 Tax-Free New York 운동으로 State University of New York은 뉴욕주 북부 지역을 위한 경제 

기회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지사가 State University of New York과 지역사회를 

전환하려고 노력해주신 것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Oswego, Upstate Medical University, 

Cortland 및 Onondaga 커뮤니티 칼리지와 협력하여 경제 발전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rik Bitterbaum, SUNY Cortland 사장사장사장사장은 “뉴욕주 북부 지역에서 가장 가난한 카운티에서 가장 규모가 

큰 업체로서 SUNY Cortland는 이 프로그램이 지역사회의 경제 성장에 가져다 줄 기회에 큰 기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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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Cortland에 회사를 둘 경우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며 교수진이 

상업적 용도의 리서치 프로젝트를 개발할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학생들에게는 Cortland가 

사업과 기업가 정신을 배우기 위한 생생한 실험장이 될 것이며 졸업 후에는 경쟁력 있는 취업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SUNY Cortland는 이미 새로운 도심 사업 인큐베이터의 파트너이며 

최근에 첫 해의 새로운 기업가 정신 프로그램을 마쳤습니다. 주지사의 Tax Free New York 

프로그램을 통하여 더 많이 지역의 비즈니스 커뮤니티와 유대관계를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John Schwaller, SUNY Potsdam 총장총장총장총장은 “Cuomo주지사는 SUNY 캠퍼스가 뉴욕 특히 뉴욕주 북부 

지역과 North County의 경제개발에 대한 중요한 역할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지지를 표명하였습니다. 

SUNY Potsdam 지역사회는 인근 캠퍼스와 더불어 North County의 부활 과정에서 계속하여 

주도권을 가지면서 이러한 정책이 추천하는 모든 기회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Aaron Podolefsky, Buffalo State 총장총장총장총장은 “Tax-Free New York 정책은 Western New York과 주 전체에 

걸쳐 경제 성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촉진시키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Buffalo State는 

이번 기회와 적극적인 파트너로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Cuomo 주지사와 SUNY Zimpher 총장이 지역사회의 사업개발을 증진하고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해준 것에 대해 감사 드립니다”라고 말했습니다.  

David R. Smith, MD, SUNY Upstate Medical University의의의의 총장총장총장총장은 “주지사의 발표는 상당한 기회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것이며 간소화되어 실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계획은 뉴욕이 국내 및 국제 

차원에서 경쟁을 하는데 도움을 주게 될 협동적인 파트너쉽을 위하여 필요한 것을 제공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Bjong Wolf Yeigh, SUNYIT 총장총장총장총장은 “Tax Free NY” 정책은 강력하고 훌륭한 아이디어이며 향후에 

커다란 진전을 보일 것입니다. 주지사의 비전에 대한 입법기관의 지원은 SUNYIT가 학교 캠퍼스에 

주요 반도체 비즈니스와 공급업체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뉴욕주 북부 지역 경제를 

전환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방법 중에서 하나에 불과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Christopher Dahl, SUNY Geneseo 총장총장총장총장은 “저는 Cuomo 주지사가 뉴욕주의 경제개발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최근에 제안한 “Tax-Free NY”을 칭찬하고자 합니다. 이는 아주 대담한 제안으로서, 

뉴욕주 북부 지역에 걸쳐 있는 SUNY 캠퍼스의 경제개발능력을 키우기 위한 혁신적이고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Geneseo는 과학, 기술, 엔지니어림, 수학과 같은 수준 높은 STEM 

분야의 뉴욕의 미래과학 리서치 지도자를 교육하도록 특화되어 있습니다. 캠퍼스에 있는 풍부한 

과학 장비와 더불어 Geneseo의 교수진의 기술적인 전문성은 이 지역에 하이테크 신규 기업을 

유치하는데 충분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제안서에 포함된 운동은 Cuomo 주지사가 뉴욕주의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SUNY 캠퍼스를 활용하기 위한  강력한 기반을 제공할 것입니다. Livingston 

카운티의 최대 고용주인 SUNY Geneseo는 이 제안서의 조항이 뉴욕주 북부 지역의 경제에 미치는 

혜택을 지속하게 할 리소스와 강력한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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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vin O. Butts, III, SUNY College at Old Westbury의의의의 학장학장학장학장은 “SUNY College at Old Westbury와 

자매학교인 SUNY 캠퍼스는 오랜 세월 기술혁신과 탐구의 중심지로서 첨단 기술과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견한 뉴욕주의 노동력과 지원 교수진에게 활력소가 될 명석하고 동기 부여가 된 

졸업생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Tax-Free NY을 통하여 Cuomo 주지사는 뉴욕주 전체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취업기회와 사업기회 그리고 민간 투자가 증가하여 주의 미래 경제 성장률을 

SUNY의 성공역사와 적극적으로 연계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Virginia Horvath, SUNY Fredonia의의의의 학장학장학장학장은 “Cuomo 주지사가 Tax-Free NY를 통해 SUNY 시스템을 

뉴욕주의 경제 재활성화의 촉매로 본다는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합니다. SUNY Fredonia는 과세 

개혁에 관한 토론에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환영하며  저는 Fredonia와 같이 벤처 육성 시설이 있는 

캠퍼스에서 지역의 경제적인 성장을 촉진하게 되기를 희망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Nancy Kleniewski, SUNY Oneonta 사장사장사장사장은 “SUNY 대학을 뉴욕주 경제 개발 노력의 중심으로 삼는 

것은 공공 고등교육이 활기찬 뉴욕을 만들어가는 역할을 확대하고 인식함을 의미합니다.  Tax-Free 

NY는 민관 벤처를 위한 길을 제공하고, SUNY Oneonta의 사명을 지원하는 6개 요소 중 하나인 

지역사회 파트너십에 전략적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잘 맞습니다. Oneonta와 SUNY 캠퍼스를 둘러싼 

기타 뉴욕주 북부 지역사회에서 투자가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시각은 매우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Donald Christian, SUNY New Paltz 사장사장사장사장은 “Cuomo 주지사의 Tax Free New York 운동은 New Paltz와 

다른 캠퍼스들이 지역사회와 시민에게 경제 혜택을 제공한다는 목표를 달성할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으로 얻게 될 기회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라고 말했습니다. 

 

Candace S. Vancko, SUNY Delhi 사장사장사장사장은 “Cuomo 주지사는 뉴욕주 북부 지역의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리더십과 노력을 보여주었습니다. Tax Free NY는 경제 개발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SUNY 

캠퍼스의 학습 자원을 활용하여 기업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기회의 장을 열게 

될 것입니다. 주지사의 협조에 감사 드리며 SUNY Delhi가 Delaware 카운티에서 사업 개발과 일자리 

생성을 함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할 새로운 방법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John Ettling, SUNY Plattsburgh 총총총총장장장장은 “Tax-Free NY 프로젝트는 우리 대학의 전문지식으로 학생, 

지역사회, 기업체들의 니즈에 부응하기 위해 활동하는 과정에 가능성의 세계를 열어줄 것입니다.” 

Cuomo 주지사가 전향적 생각을 가지고 Plattsburgh와 전체 North Country 지역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것에 감사 드립니다”라고 말했습니다. 

 

Meg Benke, SUNY Empire State의의의의 사장사장사장사장 대행대행대행대행은 Andrew Cuomo 주지사의 ‘Tax-Free NY’ 운동은 NY 

SUNY의 성공과 지역 경제개발 위원회를 기반으로 한 훌륭한 공공 정책입니다.” “대학과 기업들의 

직접적 연계로 기술혁신, 경제 개발 및 일자리 창출이 촉진될 것입니다. 또한 ‘Tax-Free NY’로 

기업들은 SUNY Empire State College의 학문적 기술, 개방 및 온라인 학습 등에 대한 전문지식은 

물론 비즈니스, 기술 및 지속 가능성에 대한 교수진의 전문지식도 활용할 수 있게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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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John R. Halstead, PhD, The College at Brockport 총장총장총장총장은 “주지사가 기술혁신 운동을 위해 SUNY와 

제휴한다는 소식을 크게 반깁니다. SUNY는 주 경제의 주요 핵심 요소이며 이 제안으로 지역 경제를 

변화시키는 역할이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운동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The College at Brockport가 뉴욕주 북부 지역에 대한 투자를 권장하고 신규 기업이 학업 목적을 

달성하도록 촉진할 방법을 모색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Hubert Keen, Farmingdale State College 학장학장학장학장은 “주지사의 계획은 Farmingdale과 같은 SUNY 

캠퍼스가 경제 개발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역할을 인정한 것입니다. 신규 기업을 유치하고 더 

많은 민간-공공 제휴를 체결한다면 신규 채용을 늘리고 롱아일랜드와 뉴욕주에 더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Tony Collins, Clarkson University 총장총장총장총장 겸겸겸겸 North Country 지역지역지역지역 경제개발경제개발경제개발경제개발 위원회위원회위원회위원회 공동공동공동공동 회장회장회장회장은 

“주지사의 Tax-Free NY 운동은 뉴욕주가 기업 친화적인 곳임을 만천하에 공표하는 것이며 우리는 

이에 대한 준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매년 North Country 지역의 29,000명의 학생을 교육하고 

있으며 이들이 지역사회의 성장과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동기 부여를 하고 싶습니다. 지역 위원회 

전략 계획 수립 절차와 North Country 고등교육 기관의 협력의 일환으로서 우리 지역은 민간 

투자와 신규 기업 배치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지역사회 사이의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Valerie Nixon, Alfred State 임시임시임시임시 사장사장사장사장은 “졸업생들이 뉴욕에 머무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모두에게 

이로운 일이며 이 계획으로 Cuomo 주지사는 뉴욕주의 미래를 위한 확고한 기반을 만들고 

있습니다. 면세는 매우 혁신적인 제안이며 지역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믿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John E. Jablonski, Clinton Community College 총장총장총장총장은 “주지사의 발표는 대학교가 뉴욕주와 지역 

경제를 위한 경제 원동력의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Clinton은 지역 비즈니스와 

업계를 지원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민영 기업 및 업계와 제휴하여 그러한 노력을 확장해 

갈 계획입니다. 주지사의 이 운동은 향후 더 많은 제휴를 위한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우리의 전기 

기술, 산업 기술, 컴퓨터 기술, 컴퓨터 정보 시스템, 풍력 에너지 및 터바인 기술, 환경 기술 등과 

같은 기술 프로그램의 졸업생의 활약에 특히 자부심을 느낍니다. 졸업생들은 이미 Nova Bus, 

Bombardier, APG Neuros 및 Jeffords Steel과 같은 지역 업체의 성공에 기여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Irwin Daniel P. Larson, Cayuga Community College 총장총장총장총장은 “수 십 년 동안 뉴욕주 북부 지역은 유능한 

졸업생들을 채용하여 이 지역은 채용과 기회의 장소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캠퍼스가 

기업의 기술혁신을 추구하는 장소가 되고 외부 자금을 유치하는 지역사회의 일원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학생들이 '크게 생각하고 현명하게 행동'하도록 지원해왔으며 Cuo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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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사의 면세 운동은 미래의 직원 후보에게 성공적으로 교육한 경험을 벤처기업 육성으로 직접 

연결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James M. Sunser, Ed.D., Genesee Community College 총장총장총장총장은 “역사적으로 고등교육은 경제 성장을 

촉진해왔습니다. 대학들은 인재를 만들고 기업들이 더 생산적이도록 도우며, 새로운 기술을 

만들고 기업적 사고와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Tax-Free New York은 이러한 전통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 운동은 대학교의 지적 재산과 신규 업체의 경제 자본을 연결시키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Tax-Free New York 제안은 희망적이고 비전을 제시합니다. 이 운동을 

적극 지지하며 시민, 기업 리더 들과 협력하여 지역사회에 새로운 성장과 기회를 제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Dr. Steve Tyrell, North Country Community College 총장총장총장총장은 “일반적인 대학들과 경제 개발의 관계는 

시의회 리더들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중요한 임무에 초점을 맞춘 고등교육 기관 리더로 대체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일부 대학교 리더와 교수진들에게 SUNY를 위한 새로운 시점으로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뉴욕의 발전을 도와야 한다면 우리 모두에게 필수적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North Country Community College는 시의회 리더, 카운티 및 주 책임자들과 협력하여 주지사의 

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캠퍼스에 기업들이 모이도록 할 것입니다. 저는 Saranac Lake에서 

시장과 Village Board와 협력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Saranac Lake는 신규 업체를 

유치하는 다양한 매력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 대학교가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Donald Katt, Ulster Community College 총장총장총장총장은 “Cuomo 주지사의 64개 SUNY 캠퍼스에서의 면세 

혜택 제안이 더욱 가시화되었습니다. 이 제안은 강력하고 참신한 아이디어입니다. SUNY Ulster의 

사명 중에는 경제 발전을 위해 적극 참여하는 것이 포함되며 7개 카운티에서 기업을 설립하고 50만 

달러 이상의 투자를 확대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지사의 면세 커뮤니티는 경제를 활성화하는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SUNY가 주에서 가장 효과적인 경제 원동력으로서의 역할을 완전히 

발휘하도록 한 것에 박수를 보냅니다. SUNY Ulster는 이 아이디어를 적극 지지하며 가능성을 

극대화하도록 프로그램을 수립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Dr. Quintin B. Bullock, Schenectady County Community College 사장사장사장사장은 “Cuomo 주지사의 “Tax Free 

New York” 운동에 대해 알게 되어 무척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Schenectady County Community 

College는 Schenectady 시내에 위치하는데 이곳은 캠퍼스 인구가 증가하면서 활성화 효과를 천천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더 많은 성장을 달성하고 대학교 및 관련 기업들과 협력하는데 

도움을 주어 학생들이 더 간편하게 취업하고, 지역 경제를 강화하도록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입법기관이 주지사와 함께 이러한 운동을 더욱 실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Anne Kress, Monroe Community College 총장총장총장총장은 “Monroe Community College는 지역 경제개발을 

촉진하는 강력한 업무 제휴를 하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혁신적인 Tax-Free NY 계획은 시너지 

효과를 가진 관계를 형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지역 발전을 도모할 인센티브를 더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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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Finger Lakes 지역 경제개발 위원회의 성공으로 민관 협력이 얼마나 

강력하고 효과적인지 입증되었으며 이 지역 최대 규모의 인재 교육 기관인 MCC는 뉴욕이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돕는 이번 기회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Dr. Timothy Killeen, Research Foundation for SUNY의의의의 대표대표대표대표는 “Cuomo 주지사는 뉴욕주의 모든 

기술혁신과 기업가적 잠재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Tax-free NY 운동과 전체 기술혁신 의제는 

뉴욕에게 새롭고 멋진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SUNY와 그 산하 Research Foundation은 주지사의 

비전을 받들고 있으며 뉴욕주를 위해 연구를 확대하고 기술혁신을 촉진하며,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SUNY의 자산 범위, 규모, 다양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Paul Morell, SUNY Geneseo Small Business Development Center 이사이사이사이사는 “Cuomo 주지사가 최근에 

SUNY 캠퍼스와 뉴욕주 전역의 대학을 면세 커뮤니티로 전환하려는 취지의 “Tax-Free NY” 발표로 

소규모 기업들이 뉴욕에서 성장하고 경제 개발을 이룰 막대한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소규모 

기업이 10년 동안 면세 혜택을 받으며 일할 옵션은 소규모 기업들의 생존하는데 필수적인 기본적 

수입과 손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SUNY 시스템의 고등교육 기관과 협력하는 

이 기회는 모든 기업가나 소규모 기업체 소유주가 비용을 절감하고 수익과 성과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유리한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Deborah Stendardi, Rochester Institute of Technology의의의의 정부정부정부정부 및및및및 지역사회지역사회지역사회지역사회 관계관계관계관계 담당담당담당담당 부사장부사장부사장부사장은 

“Cuomo 주지사가 특히 뉴욕주 북부 지역의 주 전체의 경제개발을 촉진할 방법으로 Tax Free NY와 

같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한 것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TRIT의 신규 기업을 지원하고 “졸업생”을 

활력 있고 지속 가능한 기업체에 채용하도록 지원하는 RIT 벤처 육성 시설인 Venture Creations의 

성공은 대학들이 사업 성장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보여주고 있으며 우리는 모든 형태의 기타 산학 

협력을 반기게 될 것입니다. Finger Lakes 지역의 고등교육은 이 지역의 경제 발전 전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개념은 주와 지역사회, 대학교와 업체 파트너에게 모두 혜택이 돌아가는 

자산을 더욱 활용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졸업생들이 지역사회에 남아 성공적인 경력을 쌓도록 

하기 위해 졸업생과 이들이 일하게 될 기업에게 추가적인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것보다 이 

지역에서 졸업생들이 더 많이 활동하도록 하는 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 정보를 기다리고 있으며 RIT가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협력적 교육 프로그램과 올가을에 Rochester 시내에서 문을 열게 될 새로운 벤처 육성 시설 및 

Center for Urban Entrepreneurship을 통해 업계와 제휴해온 역사는 이 프로그램이 성공을 거두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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