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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START-UP NY에에에에 의거의거의거의거 첫첫첫첫 번째번째번째번째 물결의물결의물결의물결의 기업들이기업들이기업들이기업들이 뉴욕주에서뉴욕주에서뉴욕주에서뉴욕주에서 확장확장확장확장 또는또는또는또는 위치할위치할위치할위치할 것임을것임을것임을것임을 

발표발표발표발표 

12개개개개 기업이기업이기업이기업이 Buffalo, Rochester, Ithaca 및및및및 뉴욕시에뉴욕시에뉴욕시에뉴욕시에 근근근근 400개의개의개의개의 새새새새 일자리를일자리를일자리를일자리를 창출하고창출하고창출하고창출하고 5000만만만만 달러를달러를달러를달러를 

투자할투자할투자할투자할 것입니다것입니다것입니다것입니다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START-UP NY의 결과로 12개 기업이 뉴욕주에 확장 또는 

위치함으로써 주 전역의 대학 및 대학교들과 연계된 면세 지역을 만드는 이 새 이니셔티브에 

참여하는 첫 번째 물결의 기업들이 됨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12개 기업들은 University at Buffalo, 

Rochester Institute of Technology(RIT), Cornell University 및 SUNY Downstate Medical Center가 

후원하는 면세 지역에 5000만 달러를 투자하고 근 400개의 새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START-UP NY은 뉴욕주의 넘버원 골칫거리인 세금 수도 평판을 붙잡아 기업에 10년간 제로 세금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엠파이어 스테이트의 모든 자산, 특히 세계적 수준의 우리 대학들의 재능과 

연구 능력을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뒤집기를 시도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출범 후 단 몇 달만에 

우리는 START-UP NY에 참가하는 첫 번째 기업들을 발표하게 되어 흥분됩니다. 이들은 Buffalo, 

Rochester, Ithaca, 및 뉴욕시의 커뮤니티에 근 400개의 새 일자리와 5000만 달러 투자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며 우리는 이 대담한 이니셔티브를 통해 뉴욕주에 더욱 더 많은 

기업과 기업가들을 유치하기를 기대합니다.” 

 

START-UP NY에 참여하는 최초의 기업들은 바이오기술, 바이오제약, 첨단 제조, 하이테크 연구개발 

및 소프트웨어 개발을 포함한 여러 핵심 산업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START-UP NY을 위해 

승인된 기업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Aesku NY, Inc., CoachMePlus (Virtuvia, LLC), Clearview Social, Inc., Decision Pace, Inc., Heads 

Up Display Inc., Lineagen, Inc., Nupur Technologies, LLC, 및 Sinapis Pharma, Inc.는 University 

at Buffalo의 후원을 받을 것입니다. 

• Datto, Inc.는 Rochester Institute of Technology의 후원을 받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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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codema3D, LLC는 Cornell University의 후원을 받을 것입니다. 

• Americord Registry, LLC와 Modern Meadow, Inc.는 SUNY Downstate Medical Center의 

후원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의 발표는 Cuomo 지사가 START-UP NY을 통해 이 주의 경제 발전을 새로운 높이로 가져가는 

데 진지함을 과시합니다”라고 뉴욕주의 경제개발 고문 겸 START-UP NY의 특별 고문인 John Mack이 

말했습니다. “저는 주 전역의 신규 및 확장 기업으로 뉴욕주의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주지사의 

대담하고 전례 없는 전략이 계속 성공하기를 기대합니다.” 

 

“START-UP NY을 위한 첫 번째 기업들이 승인됨으로써 Cuomo 지사의 획기적 이니셔티브는 이미 

뉴욕주를 위해 실제적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라고 Empire State Development의 사장, CEO 겸 

커미셔너인 Kenneth Adams가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Cuomo 지사의 비전과 리더십으로 인해 이제 

비즈니스를 위해 진정으로 열려 있으며, 우리는 새로운 7개 기업이 포함된 이 12개 START-UP NY 

기업들을 뉴욕주로 환영합니다. Buffalo, Rochester, Ithaca 및 Brooklyn에 오는 일자리와 투자는 

즉각적인 경제적 영향력을 가질 것이며 참여 기업들은 완전 면세 환경에서 조업함으로써 미래에 

뉴요커들을 위해 더 많은 일자리와 경제적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대학-산업 파트너십이 이제 마련되었으므로 SUNY의 학생과 교수들은 SUNY 교육의 가치를 

증진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 주 경제를 추동할 신흥 하이테크 분야에 전례 없이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SUNY 총장 Nancy L. Zimpher가 말했습니다. “뉴욕주에 새 비즈니스를 유치하기 

위해 우리의 대학과 대학교들을 입지시키는 주지사의 비전이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START-UP 

NY은 성장과 기업가 정신을 성공적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 첫번 째 기업들을 본 

프로그램에 도입하여 자랑스럽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첫번 째 승인된 기업들이 Cuomo 지사의 혁신 어젠다의 주요 부분인 SUNY의 

우수성 네트워크의 핵심 연구 부문에 들어맞는다는 것입니다”라고 SUNY 연구재단 이사장 겸 

SUNY의 연구담당 부총장인 Tim Killeen 박사가 말했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SUNY의 최상위급 

학자들과 업계 전문가들을 규합하여 보건, 신경과학, 에너지, 소재 및 첨단 제조 같은 고수요 

분야에서의 연구 및 비즈니스 상용화의 기회를 촉발한다는 START-UP NY의 사명을 뒷받침합니다.” 

 

“START-UP NY은 University at Buffalo 같은 주요 연구중심 대학의 강점을 기업가와 기업인의 경험 및 

에너지와 연결하기 위한 매우 혁신적인 방법입니다”라고 University at Buffalo 학장 Satish K. 

Tripathi가 말했습니다. “본 대학교는 이 8개 기업이 성장, 성공하여 우리 학생들과 뉴욕주 서부 지역 

커뮤니티를 위해 인턴십 및 취업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게 되어 

흥분됩니다.” 

 

“START-UP NY이 우리 대학교와 광역 Rochester 지역을 위해 가능하게 만든 놀라운 기회에 Cuomo 

지사께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라고 Rochester Institute of Technology 학장 Bill Destler가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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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그램으로 RIT은 졸업생 중 한 명과 제휴하여 본사가 코네티컷주에 있는 그의 Inc. 500 

회사의 뉴욕주 사무소를 Rochester 다운타운의 중심에 개설할 수 있습니다. Datto, Inc.의 도착은 

우리의 재능있는 졸업생들을 더 많이 업스테이트 뉴욕에 보유하고, RIT 학생과 졸업생을 위한 

추가적 협조 및 취업 기회를 창조할 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가들을 위해 뉴욕주와 Rochester가 

진실로 ‘비즈니스를 위해 열려 있다’는 예를 만들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가져 올 것입니다.” 

 

“우리는 START-UP NY을 통해 이륙하는 최초의 대학교–기업 제휴에 속하여 흥분됩니다”라고 

Cornell University 총장 David Skorton이 말했습니다. “Incodema 3D는 Cornell이 첨단 소재 및 

제조에서의 전문 지식을 활용할 기회를 대표합니다. 첨단 제조에 65명 고용과 민간 투자자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본 장비에 3700여만 달러 투자는 이 지역 경제에 대한 커다란 긍정적인 

영향력을 상징합니다.” 

 

“START-UP NY은 뉴욕시 지역의 SUNY Downstate에 바이오기술 기업을 추진할 주요 기회를 

대표합니다”라고 SUNY Downstate Medical Center 소장 John F. Williams 박사가 말했습니다. 

“Downstate의 Advanced Biotechnology Incubator 및 BioBAT 프로젝트에 위치하도록 기업을 

장려함으로써 START-UP NY은 일자리 창출과 추가적 경제 발전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SUNY를 활용하여 공공-민간 제휴를 추진하고 기업가 정신의 혁신을 조장하는 Cuomo 지사의 

비전에 박수를 보냅니다.” 

 

START-UP NY을 위해 승인된 첫 번째 물결의 기업들에 대한 추가적 상세 내역:  

 

University at Buffalo: 204개의개의개의개의 신규신규신규신규 일자리일자리일자리일자리 

 

Aesku NY, Inc.는 독일 Wendelsheim에 본사가 있고 자가면역질환의 조기 탐지, 진단 및 예후를 위한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위한 연구 기반의 공급회사인 AESKU.DIAGNOSTICS의 

자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뉴욕주가 처음이며 University at Buffalo의 다운타운 캠퍼스(Gateway 

Building)에 위치할 것입니다. 또한 이 회사는 NY Genomic Medicine Network에 속하며, 약 280만 

달러를 투자할 것입니다. 

 

ClearView Social, Inc.는 발전 단계의 소프트웨어 기업으로서 법률 서비스 커뮤니티를 위한 소셜 

미디어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Clearview는 현재 One News Plaza에 있는 University of 

Buffalo의 Z80 Lab에서 조업하고 있는데 이 대학교의 Gateway 빌딩으로 확장할 것입니다. 이 회사는 

약 $925,000를 투자할 것입니다. 

 

CoachMePlus(Virtuvia, LLC)는 발전 단계의 소프트웨어 기업으로서 코치와 트레이너가 선수들에 

대해 수집하는 데이터를 정리하는 것을 돕기 위한 웹 기반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현재 

One News Plaza에 있는 University of Buffalo의 Z80 Lab에서 조업하고 있는 CoachMePlus는 이 

대학교의 Gateway 빌딩으로 확장할 것입니다. 이 회사는 775,000여 달러를 투자할 것입니다. 

 

Decision Pace, Inc.는 기업 정보의 즉각적이고 가치 높은 가시화를 가능하게 하는 데이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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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를 중견~대기업에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입니다. Decision Pace는 One News 

Plaza에 있는 University of Buffalo의 Z80 Lab을 졸업하고 이 대학교의 Gateway 빌딩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약 $370,000를 투자할 것입니다. 

 

Heads Up Display, Inc.는 산업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제품을 창조하는 초기 단계의 하이테크 

기업입니다; 이 회사는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을 위해 추가 보호층을 제공할 하드웨어 

기기를 설계하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Heads Up은 University of Buffalo의 One News 

Plaza에 있는 Z80 Lab에 위치한 신생 기업입니다.  

 

Lineagen, Inc.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및 기타 발달 지체와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진 유전 변이를 

파악하기 위한 진단 검사법의 상용화에 초점을 맞춘 바이오기술 기업입니다. 이 회사는 

다발경화증 환자를 위한 약물 적합성 및 만성폐쇄폐병의 악화 속도 분야의 맞춤 약품을 개선하기 

위해 그 테스트를 확대할 것이며; 신생 기업으로서 University at Buffalo의 다운타운 

캠퍼스(Hauptman Woodward Institute)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회사는 NY Genomic Medicine 

Network에 속하며 약 $55,000를 투자할 것입니다. 

 

Nupur Technologies, LLC 는 의료 기기 연구 개발 회사로서 귀 막힘을 뚫는 기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신생 기업으로서 University at Buffalo의 Baird Research Park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862,000여 달러를 투자할 것입니다. 

 

Sinapis Pharma, Inc.는 외상성 뇌 손상(TBI) 및 뇌졸중의 치료를 위한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신흥 

제약 기업입니다. Sinapis는 신생 기업으로서 University at Buffalo의 생물정보학 우수성 센터에 

위치할 것입니다. 이 회사는 약 $600,000를 투자할 것입니다. 

 

Rochester Institute of Technology: 77개의개의개의개의 신규신규신규신규 일자리일자리일자리일자리 

 

Datto, Inc.는 관리 서비스 제공자 채널에 하드웨어 기반의 현장 내외의 백업 재난 복구 및 지능형 

업무 연속성 솔루션을 제공하는 하이테크 기업입니다. Datto의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면 모든 

규모의 기업들이 자연 재해, 비상, 기술 고장 또는 기타 부정적 영향 상황을 포함하여 재앙적 

사건의 경우에 다운타임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 회사는 뉴욕주에 새롭습니다. 

 

Cornell University: 58개의개의개의개의 신규신규신규신규 일자리일자리일자리일자리 

 

Incodema3D, LLC는 Ithaca의 기존 기업인데 연구 수행과 프로토타입 제작을 시작하기 위해 Cornell 

University가 후원하는 면세 지역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Incodema는 엔지니어링급 플라스틱 및 

금속의 고정밀 첨가 제조(3D 프린팅)를 전문으로 합니다. 이 회사는 약 3730만 달러를 투자할 

것입니다. 

 

SUNY Downstate Medical Center: 56개의개의개의개의 신규신규신규신규 일자리일자리일자리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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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ricord Registry, LLC는 Brooklyn의 기존 바이오기술 기업으로서 미래의 의학 또는 치료 용도를 

위해 줄기세포를 수집, 처리 및 저장합니다. Americord Registry는 줄기세포를 채집하기 위한 자체 

공정을 개발하고 있으며 Brooklyn 소재 SUNY Downstate Medical Center의 바이오기술 인큐베이터에 

실험실을 개설할 것입니다. 이 회사는 402,000여 달러를 투자할 것입니다. 

 

Modern Meadow, Inc.는 개발 단계의 바이오기술 회사로서 조직 엔지니어링의 최신 진보를 

이용하여 동물 도살이 요구되지 않고 토지, 물, 에너지 및 화학약품 투입이 훨씬 적게 요구되는 

배양된 가죽 및 고기 제품 같은 새로운 바이오소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California와 Missouri에서 

조업하고 있는 이 회사는 뉴욕주가 처음이며 Brooklyn 소재 SUNY Downstate Medical Center BioBat 

시설에 위치할 것입니다. 이 회사는 약 650만 달러를 투자할 것입니다. 

 

상원의원 Michael Nozzolio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Cornell University는 세계 최고의 학문 기관 

중 하나인데 우리 지역의 고도로 교육된 인력 이외에 START-UP NY이 일하고 번영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장소이기도 합니다. Cuomo 지사는 우리의 최고 대학들이 민간 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엄청난 자석임을 분명히 이해하는데, Cuomo 지사와 제휴하여 우리 지역에 새 일자리와 

투자를 유치하여 기뻤습니다.” 

 

상원의원 George Maziarz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성장과 

일자리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 지역에 지금은 흥분의 시기입니다. 우리 지역에 더 많은 고용주와 

좋은 일자리를 유치하기 위해 StartUp NY은 그 신나고 필요한 추세를 지속시키며 10년간 면세라는 

올바른 처방을 제공합니다. 본인은 우리 지역이 앞으로 오랫동안 성장하도록 도울 이 창의적이고 

이제는 입증된 프로그램을 주도한 주지사께 박수를 보냅니다.” 

 

상원의원 Joe Robach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오늘의 발표는 START-UP NY이 뉴욕주 전역의 

경제 발전 면모를 바꾸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발표되고 있는 기업들은 뉴욕주 전역의 현지 

커뮤니티에서 많은 차수 중 첫 번째의 일자리 창출자들로서 본인은 이 프로그램에서 Cuomo 

지사와 협력하여 그것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투표한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본인은 START-UP NY이 

선도 기업들을 계속 유치하여 우리 지역 경제에 일자리와 신규 투자를 가져올 것임을 알기 때문에 

미래가 기대됩니다.” 

 

상원의원 Diane Savino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START-UP NY은 SUNY Downstate 캠퍼스에 

기업가들과 새 일자리를 유치하는 등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 

경제를 재활성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 데 오늘의 뉴스는 뉴욕주가 비즈니스를 위해 열려 

있음을 보여줍니다.” 

 

Tim Kennedy 상원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첫 차수의 START-UP NY 기업들은 Buffalo와 

뉴욕주 서부 지역에 엄청난 추가이며 지역 일자리와 성장을 추동하는 경제 모멘텀에 불을 붙일 

것입니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은 주 의회에서 항상 본인 우선순위의 맨위에 

있는 데, 주지사의 START-UP NY 프로그램은 뉴욕주에 신규 기업을 유인하고 새 일자리를 가져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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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된 사업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본인은 이 프로그램이 이미 결과를 내는 것을 보니 흥분되며, 

우리 지역에 더 많은 경제적 기회를 가져오기 위해 Cuomo 지사와 나란히 계속 일할 것입니다.” 

 

상원의원 Patrick Gallivan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수 많은 고용주들이 이 창의적 

프로그램 을 포용하여 우리 지역에 좋은 일자리 를 가져오기를 희망하는 것 중 첫 번째입니다. 이 

매력적인 면세 인센티브 패키지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주와 우리 지역은 기업을 시작하려는 

고용주에게 뉴욕주가 진정 비즈니스를 위해 열려 있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우리 

커뮤니티를 위해 진짜 결과를 도출하려고 노력한 주지사와 우리 의회 파트너들께 감사합니다.” 

 

주 상원의원 Mark Grisanti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혁신적 프로그램이 진짜 

결과와 진짜 일자리로 구체화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곧 크고 작은 다른 기업들도 매력적인 면세 

프로그램과 비길 데 없는 최고 질의 대학 시스템과의 제휴 가능성을 위해 우리 지역을 선택할 

것입니다. 본인은 우리 기업들과 우리 커뮤니티의 니즈에 귀를 기울여 앞으로 오랫동안 우리 

지역에 더 많은 일자리를 도출할 이 창의적 계획을 개발한 주지사께 박수를 보냅니다.” 

 

상원의원 Ted O’Brien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START UP NY은 뉴욕주에서 성장하고 

투자하려는 기업을 위해 매력적인 인센티브인데, 본인은 RIT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일자리를 

유치하는 주의 첫 번째 캠퍼스들 중 하나인 것을 보니 매우 행복합니다. 본인은 Finger Lakes 지역에 

투자와 경제 성장을 가져오기 위해 주지사 및 본인의 의회 파트너들과의 지속적 노력을 

기대합니다.” 

 

하원 다수당 리더인 Joe Morelle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신나는 면세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우리 커뮤니티에 정착한 이 기업들을 환영합니다. 이 정착은 뉴욕주가 사업을 

일으키기에 훌륭한 주이고 계속 그럴 것임을 많은 고용주들이 곧 인식할 것임을 증명합니다. 

본인은 이 중요한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Cuomo 지사의 비전과 결의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기업가들이 이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파악하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성장하기를 

기원합니다.” 

 

하원의원 Felix Ortiz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Cuomo 지사와 같이 일하면서 우리는 우리 

지역사회에 투자하면서 새로운 경제 성장과 기회를 촉발하고 있습니다. START-UP New York은 

이러한 노력의 중요 부분인데, 본인은 이 혁신적 새 프로그램이 이미 Brooklyn의 SUNY Downstate 

Medical Center에 새로운 50여개의 바이오기술 일자리를 가져오고 있어서 흥분됩니다.” 

 

하원의원 Crystal Peoples-Stokes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업스테이트 뉴욕의 세계적 수준 대학 

및 대학교들과 어울리는 기업들을 위해 면세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엄청난 방법입니다. START-UP NY은 우리에게 그 기회를 제공하였는 데 

이제 우리는 그것이 우리 커뮤니티에서 실제 일자리와 투자로 귀결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본인은 START-UP NY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밀어붙인 주지사에게 찬사를 보내며 우리 커뮤니티에 

더 많은 일자리와 기업들이 모여듦에 따라 이 같은 발표가 더욱 많아지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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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의원 Karim Camara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새 일자리들이 우리 커뮤니티들로 

돌아옴에 따라 경제 부흥의 와중에 있습니다. 본인은 이것이 발생하도록 돕기 위해 Cuomo 지사와 

같이 일한 것이 자랑스러우며 START-UP NY 프로그램이 이미 여기 Brooklyn에 일자리와 투자를 

가져오는 것을 보니 흥분됩니다.” 

 

하원의원 Harry Bronson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START-UP NY은 우리 타운, 빌리지 및 시의 

경제를 성장시키며, 우리 커뮤니티에 일자리를 가져오기 위해 학계와 투자자들이 제휴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허브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인은 Cuomo 지사의 START-UP NY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은 그 전진에서 한 이정표입니다.” 

 

하원의원 John Ceretto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주지사는 일자리 창출을 그의 제1 우선순위로 

삼았는 데 그는 우리 주의 암울한 실업자 수를 역전시키기 위해서는 지략과 창의력을 동원해야 

함을 알았습니다. 지난 4년에 걸쳐 뉴욕주는 미국의 “세금 수도”에서 12개의 신규 또는 기존 

기업들이 업스테이트 뉴욕에서 확장하고 머물기로 약속했음을 발표하는 오늘로 변화하였으며, 

본인은 이 성취에 대해 주지사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하원의원 Sean Ryan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START-UP New York 프로그램은 작년에 개시된 

이래 열망 기업가들과 성장 기업에 업스테이트 뉴욕에 위치하기 위한 획기적 인센티브 약속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커뮤니티에 일자리, 투자와 새로운 기회를 가져오고 있는 첫 차수의 

START-UP NY 기업들로 그 노력의 결실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뉴욕주 서부 지역 커뮤니티를 위해 

희소식이며 본인은 START-UP NY의 기치 아래 더 많은 기업들이 뉴욕주를 추구하기를 기대합니다.” 

 

START-UP NY 소개소개소개소개: 

START-UP NY는 뉴욕주 전역, 특히 뉴욕주 북부 지역에서 기업가 정신과 일자리 창출을 

가속화하려고 합니다. State University of New York(SUNY) 캠퍼스 시스템, City University of New 

York(CUNY) 및 사립대학 공동체는 전세계에서 첨단 기술 및 기타 신흥 기업, 벤처 자본, 신규 사업체 

및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START-UP NY 프로그램의 기반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의거 기업들은 적격 캠퍼스 및 공간에서 10년 동안 완전 면세 혜택을 누립니다. 

기업들은 고등교육 기관들과 제휴하여 업계 전문가 및 첨단 연구 실험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START-UP NY에 의거 관심 있는 대학 및 대학교는 자신이 면세 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 제안하는 

프로그램과 공간을 위한 목표와 자신이 이 이니셔티브를 통해 유치하려는 비즈니스와 산업의 

타입을 식별하는 캠퍼스 계획을 수립합니다. SUNY를 포함하여 공립 대학 및 대학교는 자신의 

계획을 30일 코멘트 기간 동안 커뮤니티 이해관계자들에게 제공한 후에 계획을 ESD에 제출하면 

ESD는 최종 승인 및 면세 지역 지정을 위해 SUNY 총장과 협의하여 계획을 검토합니다. CUNY 계획도 

30일 코멘트 기간 후에 ESD에 의해 검토 및 승인됩니다. 사립 학교가 제출한 계획은 ESD가 

검토하여 최종 승인 및 면세 지역 지정을 위해 START-UP NY 승인 위원회에 회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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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가 START-UP NY에 들어오면 관심 있는 기업들이 후원 대학 또는 대학교를 통해 이 프로그램에 

지원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후원 대학 또는 대학교와 ESD에 의한 지원서의 철저하고 종합적인 

검토 후에 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승인 기업들은 10년간 100% 면세로 조업하며 주 소득세, 주 

또는 지역 사업세 또는 법인세, 판매세, 재산세 또는 프랜차이즈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까지 26개 학교가 START-UP NY을 위해 승인되었으며, 신규 또는 확장 기업들이 캠퍼스 내 또는 

인근에서 조업할 수 있도록 130여개의 면세 지역이 설정되었습니다. 각 학교의 승인된 START-UP 

NY 계획은 www.startup-ny.com에서 입수할 수 있습니다.  

 

START-UP NY은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조항들을 포함합니다. 기업은 ESD에 증명서를 제출할 

것이 요구되는 데, 증명서 위조는 중범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또한  관련 기관 간에 일자리를 

이동하거나 회사가 단순히 새로운 이름으로 재합병하여 기존 직원들이 새 일자리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옷갈아입기” 등의 부정을 막는 엄격한 규정을 포함합니다. 또한 START-UP NY는 내부 

거래와 이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합니다. 사기의 경우, 뉴욕주는 해당 기업에 부여한 

혜택을 환수할 권한이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목표 달성 등 이 프로그램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들은 혜택이 줄어들거나 이러한 혜택을 일정 기간 동안 받지 못하거나 영원히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ESD는 일자리 창출 및 유지 여부를 확인하고 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은 기업들의 

참여를 종식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ESD는 일반인이 이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종합 연례 보고서를 발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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