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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3억 5,000만 달러의 롱아일랜드 투자 펀드의 일환으로 생명과학 사업 

경진 대회 시작  

 

생명 과학 및 의료 기술에 초점을 맞춘 지역 경쟁 및 가속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5,000만 달러 투자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 다가오는 RFP를 통해 생명과학 생태계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회의 소집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3억 5,000만 달러 규모의 롱아일랜드 투자 펀드의 구성 

요소인 생명과학 사업 경진 대회를 시작했습니다. 제안 요청은 생명과학, 건강기술, 

의료기기 분야의 기업을 유치하고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롱아일랜드 투자 

펀드의 5,000만 달러 규모 생명과학 사업 경진 대회의 첫 번째 단계가 될 것입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는 RFP 경쟁 프로세스를 위한 초기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생명과학 산업 전문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롱아일랜드와 주 전역에 혁신적인 기회를 

창출할 전략적 투자 부문에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롱아일랜드 투자 펀드의 

생명과학 사업 경진 대회는 경제 성장과 혁신을 주도하여 이 지역이 강력한 상업 

생명과학 중심지로 부상하도록 할 것입니다."  

  

Hochul 주지사의 역사적인 2023 회계연도 제정 예산에 포함된 롱아일랜드 투자 펀드는 

지역 경제를 지원하고 성장시키며 지역사회를 개선하고 롱아일랜드 전역에 지속적인 

경제적 영향을 미칠 프로젝트에 집중할 것입니다. 생명과학 사업 경진 대회 외에도, 

기금은 변혁적인 지역 개발 프로젝트에 2억 5,000만 달러와 인력 개발 센터의 건설 및 

운영에 5,000만 달러를 할당할 것입니다. 

 

이번 대회는 롱아일랜드 대학 및 연구기관과 협업해 고임금 정규직 일자리 창출 

잠재력과 유망한 기술 사업화를 진행하는 생명과학 스타트업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 가속화 요소를 구현합니다. 롱아일랜드 사업 경진 대회는 Grow-NY 및 43North와 

같은 다른 성공적인 뉴욕주 사업 경진 대회의 틀을 만들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고안될 

것입니다.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esd.ny.gov%2Fesd-media-center%2Fpress-releases%2Fesd-announces-350-million-long-island-investment-fund-framework&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5f2ffaf776de47904e5408da80730c2a%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63528860463314%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Y0pzlPTWHeiU6Kcsn7ZoLdEgjxwvdvZDfnddGw%2BPOiw%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esd.ny.gov%2Fesd-media-center%2Fpress-releases%2Fesd-announces-350-million-long-island-investment-fund-framework&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5f2ffaf776de47904e5408da80730c2a%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63528860463314%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Y0pzlPTWHeiU6Kcsn7ZoLdEgjxwvdvZDfnddGw%2BPOiw%3D&reserved=0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 Kevin Law 이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Hochul 주지사의 

리더십 하에 롱아일랜드는 경쟁력 있는 생명과학 산업의 선두에 서게 되었습니다. 

롱아일랜드 투자 펀드의 사업 경진 대회는 이미 롱아일랜드에 뿌리를 둔 인상적인 

명부에 더해 생명과학 조직을 유치하고 성장시킬 것이며 이 지역의 상업 생명과학 

생태계를 높이는 데 핵심이 될 것입니다."  

 

생명과학 산업은 뉴욕 주의 강력한 성장 엔진이 되어 주의 주요 지역을 연구, 개발, 기술 

이전 및 상업화의 다양한 단계에 전념하는 조직과 기관을 포함하는 역동적인 생명과학 

허브로 변화시켰습니다. 롱아일랜드에는 파인스타인 의학 연구소, 콜드 스프링 하버 

연구소, 브룩헤이븐 국립 연구소, 스토니브룩 대학과 같은 혁신적인 기술과 현대 

치료법을 개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생명과학 회사와 기관이 있습니다. 

롱아일랜드 투자 기금에서 5,000만 달러의 생명과학 투자로 롱아일랜드와 뉴욕주는 

혁신, 생명공학, 생명과학 및 바이오의학 투자를 포함한 최첨단 분야에서 선두를 차지할 

수 있는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할 것입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 President, CEO and Commissioner Hope Knight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롱아일랜드와 주 전역에 더 강력한 생명과학 생태계를 

성장시키기 위한 주의 전략적 투자 덕분에 생명과학 혁신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롱아일랜드 투자 펀드의 생명과학 사업 경진 대회는 이 지역의 경제 성장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세계 혁신 경제에서 뉴욕의 리더십을 강화할 혁신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Bethpage Federal Credit Union의 수석 전략 마케팅 책임자이자 LIREDC 공동 의장 

Linda Armyn, 파밍데일 주립대학 총장인 John Nader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롱아일랜드 투자 펀드의 생명과학 사업 경진 대회는 이 지역이 산업의 확립된 

허브로서 더욱 강화될 것이며, 롱아일랜드가 혁신적이고 혁신적인 생명과학 회사들이 

시작하고 운영되는 곳이라는 것을 보장할 것입니다. 우리는 롱아일랜드에서 성장하는 

생명과학 산업에 대한 Hochul 주지사의 리더십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Anna M. Kaplan 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롱아일랜드 투자 펀드는 

롱아일랜드에 있어 큰 거래이며, 저는 올해 주 예산에 포함하도록 이를 위해 노력한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우리는 주 전역의 비즈니스 가속화 요소들이 혁신을 

주도하고 새로운 소규모 기업을 최첨단으로 육성하는 데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 

목격했습니다. 롱아일랜드 생명과학 사업 경진 대회는 우리 지역의 지적 자본을 

활용하고 지역 연구 기관의 막대한 자원을 활용하여 경쟁을 촉진하고 경제를 

성장시키며 성장하는 생명과학 산업에서 지역의 경쟁력을 유지할 것입니다."  

  

Kevin Thomas 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업 경진 대회의 시작은 

롱아일랜드의 과학 기술 중심지에 상당한 투자를 창출하는 흥미로운 방법입니다. 

롱아일랜드 투자 펀드의 이러한 배분은 지역 일자리 증진과 지역사회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번창하는 기업과 산업을 유치함으로써 반드시 우리 지역 경제를 견인할 것입니다. 

롱아일랜드의 혁신적 경제 성장에 대한 Hochul 주지사님의 헌신에 감사드리며, 이러한 

지속적인 이니셔티브가 결실을 맺어 롱아일랜드 주민들에게 의미 있는 결과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를 기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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