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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는주지사는주지사는주지사는 START-UP NY하에서하에서하에서하에서 서부서부서부서부 뉴욕뉴욕뉴욕뉴욕 지역의지역의지역의지역의 8개의개의개의개의 기업기업기업기업 확장확장확장확장 발표발표발표발표 

 

서부서부서부서부 뉴욕뉴욕뉴욕뉴욕 지역에서지역에서지역에서지역에서 Liazon Corporation에서는에서는에서는에서는 증가하는증가하는증가하는증가하는 수요를수요를수요를수요를 충족시키기충족시키기충족시키기충족시키기 위해위해위해위해 500개의개의개의개의 새로운새로운새로운새로운 

일자리를일자리를일자리를일자리를 포함하여포함하여포함하여포함하여 650개개개개 이상의이상의이상의이상의 새로운새로운새로운새로운 일자리를일자리를일자리를일자리를 창출하고창출하고창출하고창출하고 1천만천만천만천만 달러달러달러달러 가까이를가까이를가까이를가까이를 투자하는투자하는투자하는투자하는 회사들회사들회사들회사들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START-UP NY의 결과로 8개 기업이 뉴욕주에 확장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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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8개의 기업은 약 990만 달러를 투자하고 약 659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Buffalo 대학(SUNY)에서 

후원하는 면세 지역에서 만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Liazon Corporation(Liazon)은 개인 온라인 의료 

혜택의 교류의 선도적인 공급자로서 향후 5년간 500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Buffalo 시내의 

199 Scott 거리에 있는 과거 Fairmont Creamery 건물의 확장에 관련된 거의 5백만 달러를 투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BAK USA, LLC는 태블릿 PC 장치의 제조 업체이며 84만 달러를 투자하고 

Buffalo의 Michigan 애비뉴에 100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것입니다 .  

 

“START-UP NY은 뉴욕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함께 제공합니다. 우리의 세계 수준의 대학과 고도로 

훈련된 인재들 우리의 아름다운 자연 자산을 완전한 세금 면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기업들에게 

기회를 제공합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START-UP NY 프로그램을 통해 

8개의 새로운 기업들이 1천만 달러의 투자와 약 650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며 바로 이곳 서부 

뉴욕에 위치하게 된다는 것을 발표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날 Buffalo는 진정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Liazon의 CEO 및 공동 설립자이자 Buffalo 출신인 Ashok Subramanian은 “지금은 그 어느 때 보다 

뉴욕주와 Buffalo는 기업을 새로 시작하고 설립하고 성장하기 좋은 곳이며 Liazon은 단지 한 예에 

불과합니다. START-UP NY 프로그램은 SUNY 시스템과 함께 우리의 연결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우리의 기술의 장점을 발전시키고 여기에서 우리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 보람 있는 직업의 

기회를 제공 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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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 뉴욕에서 확장 혹은 위치하는 다른 START-UP NY 기업들은 오늘 주지사가 발표했으며 여러 

중요한 산업인 생명 공학, 제약, 소프트웨어 개발 등에서 일자리를 만들 것입니다. Appistry, 

Biologichem, Canget BioTekPharma, Clinical Support Services, IFYE Association of the USA 및 Vader 

Systems. 

 

2007년에 설립된 Liazon는 기업을 위한 업계 최고의 개인 이익의 교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은 Bright Choices® Exchange이며 이는 고용주가 직원의 건강, 치과, 시력, 생활, 장애의 선택과 

자신의 장점 패키지를 개인화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예측 가능한 예산을 설정하여 자신의 건강 관리 

비용을 관리하고 도와주는 온라인 혜택 저장소입니다. 여기서는 최고 국가 및 지역 업체의 다른 

혜택을 제공합니다. 2012년 Liazon는 Inc. Magazine에 의해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 회사는 보험 회사, 브로커와 고용주의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를 수용하기 위해 자사의 기술 및 사업을 확장하고, 전국 각지에서 새로운 시장으로 

그들의 성장을 계속 찾고 시작했습니다. 

 

지난 11월 Liazon는 전 세계적으로 14,000명 이상의 직원을 가진 국제적인 전문 서비스 회사에 의해 

인수되었습니다. 확장을 위한 여러 지역의 고려 중에, 동사는 START-UP NY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10년의 세금 면제의 특별하고 매력적인 기회로 인해 Buffalo에 남아 

중요한 확장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John Mack, 뉴욕 주 경제 개발 고문이자 START-UP NY의 특별 고문은 “오늘 발표된 8개의 기업은 

어떻게 Cuomo 주지사의 START-UP NY 프로그램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기회를 제공하면서 

서부 뉴욕의 경제 개발에 이바지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뉴욕 서부의 사람들은 이 

지역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 회사들은 수백만의 민간 투자와 수백 개의 

일자리를 통해 이 지역의 경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 회장, CEO 및 위원 Kenneth Adams는 “START-UP NY은 이미 일자리를 

창출하고 뉴욕 주에 걸쳐 지역 사회를 변화하고 있습니다. 서부 뉴욕의 면세 지역에 위치하는 

새로운 기업이 업계 전문가 및 고급 연구 실험실 등의 버팔로의 세계적인 자원의 대학에 접근할 수 

있으며 UB의 학생들은 진정한 최첨단의 비즈니스 경험을 가질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SUNY 총장 Nancy L. Zimpher 는 “START-UP NY은 민간 부분을 유치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세계 수준의 연구 기관으로 Buffalo의 위상과 그 지역의 대학을 활용하여 학생, 교직원에게 비교할 

수 없는 기회를 제공하며 서부 뉴욕을 21세기의 혁신 기반 경제의 글로벌 허브로 나아가게 합니다. 

Riverbend에서 오늘 발표된 650개 이상의 일자리까지, START-UP NY, Buffalo Billion과 지역 경제 개발 

위원회를 포함한 Cuomo 주지사의 경제 개발 전략은 SUNY 산하 프로젝트로 Buffalo 및 서부 뉴욕 

지역에서 성장과 활성화를 이끌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대학과 지역의 협력으로 Buffalo 지역에 강한 지식 경제를 만드는 것은 믿을 수 없게 흥미로운 

일입니다. 이는 생명 과학 연구, 의료, 첨단 제조, 데이터 분석, 생명 공학 및 많은 다른 고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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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에 중요한 기회를 만드는 것입니다.”라고 Buffalo 대학 총장 Satish K. Tripathi가 말했습니다. 

“분명하게, 전 세계의 기업과 기업가는 알고 있으며, 주지사의 START-UP NY 프로그램은 우리 

지역과 주에 새로운 번영을 가져오고 관심을 모으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UB는 이 혁신적인 

8개의 회사와 협력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이 관계의 새로운 기회를 우리의 학생, 

교직원, 지역 사회에 가져오기를 기대합니다.” 

 

START-UP NY에서 승인된 최근의 기업들에 대한 추가적인 상세 내역: 

 

University at Buffalo: 659개개개개의의의의 신규신규신규신규 일자리일자리일자리일자리 

 

Appistry는 최고의 연구 병원과 생명 공학 회사와 협력하여 고성능 컴퓨팅 및 생물 정보학 및 게놈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문제에 그것의 특허 기술에서의 혁신 기술을 사용하여 최첨단 진단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생물 정보학 건물에 있는 Center of Excellence에 위치합니다. St. Louis, 

Missouri 출신의 이 회사는 245만 달러를 투자하고 8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BAK USA, LLC의 뉴욕 주에서의 새로운 사업은 태블릿 PC 장치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이 회사는 

Buffalo의 대학에 의해 지정된 버팔로 캠퍼스의 면세 지역 (425 Michigan 애비뉴)에 위치할 

것입니다. 회사는 84만 달러를 투자하고 100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것입니다. 이 회사는 또한 

관련 제품 개발 및 효율을 위해 수석 디자인 코스 작품에 엔지니어링 학생들을 참여시킬 

예정입니다.  

 

Biologichem은 주로 제약 및 바이오 산업에 고 부가가치 화학 제품을 생산하고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화학 분야의 박사 졸업생을 고용하고 있으며 제품 개발 분야에 관련된 대학 교수와 

지속적으로 협력 해 나갈 것입니다. 그것은 Amherst의 Baird Research 공원에 있는 UB STOR 

인큐베이터에 위치하고 7만 5천 달러를 투자하고 4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것입니다. 이 회사는 

UB의 핵 자기 공명 센터(NMR 센터)의 유료 사용자입니다. 

 

Canget BioTekPharma는 항암제를 개발 한 직원이 있는 기존의 생명 공학 연구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다른 것들 사이에서 고급 말기 전이성/재발 대장암에 대한 결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불용성의 새로운 약물을 파악했습니다. 이 회사는 캠퍼스 내의 Center of Excellence에 위치할 

것이고 10만 달러를 투자하고 6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Clinical Support Services는 자기 보험 회사 및 보험 산업에 약물 치료 관리 소프트웨어를 

제공합니다. 이 회사는 인턴을 활용하고 약대 출신의 졸업생들을 고용하여 과거에 생명 과학 

상용화 강의 시리즈에 강연자를 제공하였고 앞으로도 대학에 강연자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회사는 Buffalo에 있는 Gateway 빌딩으로 확장하고 27만 5천 달러를 

투자하고 16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것입니다.  

 

IFYE Association of the USA는 Colorado에서 젊은 성인을 위한 인바운드 및 아웃 바운드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는 국제 교류 프로그램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UB의 교환 프로그램에 여행 장학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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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할 계획과 전무 이사 강의, 세미나를 제공하고, 학생들에게 멘토링을 할 계획입니다. 이 

회사는 UB 인턴 및 대학원생의 유급 일자리를 제공하여 UB의 국제 교육 사무실, 교환 프로그램과 

교환 프로그램의 파트너들과 협력 할 것입니다. 동사는 서부 뉴욕에 본사를 위치하고 2만 5천 

달러를 투자하고 10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Buffalo의 예상되는 최초의 유급 

일자리 입니다.  

 

Liazon Corporation는 개인 온라인 혜택 교환의 국내 선두 업체입니다. 이 회사는 신속하게 자사의 

제품에 대한 급성장 수요를 수용하기 위해 자사의 기술과 Buffalo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찾고 

있습니다. 회사의 확장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고, 최근의 Towers Watson에 의한 인수로 인해 더 

가속화되었습니다. 이 회사는 거의 5백만 달러를 투자하고, 향후 5년 동안 5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회사는 컴퓨터 과학, 비즈니스, 회계, 마케팅 및 기타 부서에서 대학 

졸업생을 고용하고 필요한 기술을 식별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행동 경제학, 통계, 데이터 분석 및 

의료/건강 보험 분야에서 연구 협력 및 교육 과정 개발을 추구할 것입니다. 

 

Vader Systems은 회사의 소유의 액체 금속 젯 프린팅 기술을 사용하여 금속 3D 프린터로 높은 

볼륨의 직항을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이 회사는 Buffalo의 Buffalo Niagara 의학 캠퍼스 혁신 센터에 

위치합니다. Vader는 139만 달러를 투자하고 15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상원 의원 Tim Kennedy는 “Cuomo 지사의 START-UP NY 프로그램의 지원으로, Liazon 같은 혁신적인 

기업이 경제 성장을 주도하고 뉴욕 서부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Liazon와 새로운 START-

UP NY의 기업들은 새로운 기술과 오늘날의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자본화되고 그들을 업계 대표로 

만들고 있습니다. 협력을 통해 우리는 Buffalo의 부활을 위한 연료를 공급하면서 근면한 서부 뉴욕 

시민들을 위한 새로운 취업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Buffalo시 시장 Byron Brown은 “오늘은 Cuomo 주지사와 주의회가 만든 이 지역을 위한 경제적 

의제의 긍정적 증거입니다. 이는 Buffalo 사람들을 위해 진정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Buffalo를 지나갈 때, 당신은 부활을 경험하고 있는 도시를 볼 것이며 44억 달러 이상의 새로운 

경제적 개발 활동이 진행되고 있고 더 많은 기회와 일자리 증가의 박차를 가하는 도시를 보게 될 

것입니다. START-UP NY은 UB와 다른 대학들에 합류하여 이길 수 없는 무세금이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Buffalo에서 새로운 일자리와 전략의 성공을 보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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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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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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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개 학교가 START-UP NY을 위해 승인되었으며, 신규 또는 확장 기업들이 캠퍼스 내 또는 

인근에서 조업할 수 있도록 225여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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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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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