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8년 3월 22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생명 과학 자문위원회(LIFE SCIENCE ADVISORY BOARD) 창설 발표  

  

산업 전문가들은 뉴욕의 활기찬 생명 과학 생태계를 성장시키기 위한 뉴욕주의 노력에 

전략적인 조언을 제공  

  

이해관계자의 참여는 생명 과학 산업, 학계 및 공공 부문 간의 유익한 파트너십과 시너지 

효과를 촉진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의 생명 과학 산업을 발전시키는 생명 과학 

자문위원회(Life Science Advisory Board)의 창설을 발표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학계, 

제약 및 생명공학 산업, 벤처 캐피털 분야의 주요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될 것입니다. 이 

위원회는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하는 뉴욕 생명 과학 분야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Cuomo 주지사가 2016년 12월에 발표한 6억 2,000만 달러의 생명 과학 계획에 조언을 

제공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의 생명 과학 산업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새로운 발전 및 연구를 촉진하며 경제를 성장시키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생명 과학 위원회(Life Science Advisory Board)는 뉴욕주가 계속해서 생명 

과학 분야를 위한 세계적인 수준의 허브를 구축함에 따라 가치 있는 조언을 제공할 

것입니다.”  

  

생명 과학 위원회(Life Science Advisory Board)는 활기차고 지속 가능한 생명 과학 

생태계를 성장시키기 위한 뉴욕주의 노력과 관련하여 지침 및 권고 사항을 제공할 

것입니다. 위원회는 또한 생명 과학 산업, 업계 및 공공 부문 간의 유익한 파트너십 및 

시너지 효과를 촉진할 예정입니다.  

  

뉴욕주 생명 과학 위원회(Life Science Advisory Board) 위원 목록:  

• 아타라 바이오테라퓨틱스(Atara Biotherapeutics, Inc.)의 David Carmel 면역 요법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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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웰시, 카슨, 앤더슨 앤드 스토우(Welsh, Carson, Anderson & Stowe)의 Russell 

Carson 공동설립자 겸 무한 책임 사원  

• 유마니티 테라퓨틱스(Yumanity Therapeutics)의 사장 겸 최고경영자인 Anthony 

Coles 박사  

• 트라이 인스티튜셔널 테라퓨틱스 디스커버리 연구소(Tri-Institutional 

Therapeutics Discovery Institute)의 연구소장인 Michael Foley 박사  

• 제너럴 아틀란틱(General Atlantic, LLC)의 William Ford 최고경영자  

• 뉴욕시 파트너십 펀드(Partnership Fund for New York City)의 Maria Gotsch 사장 

겸 최고경영자  

• 케어스트림 헬스(Carestream Health)의 Kevin J. Hobert 최고경영자  

• 컬럼비아 대학교(Columbia University)의 Christopher J. Murphy 기념 당뇨병 연구 

교수인 Rudolph Leibel 박사  

• 캐논 USA(Canon USA, Inc.)의 Seymour Liebman 수석 부사장  

• 파이저(Pfizer)의 최고 의료 책임자인 Freda Lewis-Hall 박사  

• 록펠러 대학교(Rockefeller University)의 총장인 Richard Lifton 박사  

• 뉴욕주립대학교 버펄로캠퍼스(University at Buffalo)의 생물 정보학 및 생명 과학 

최고 기관(Center of Excellence in Bioinformatics and Life Sciences)의 

사무총장인 Norma Nowak 박사  

• 뉴욕대학교 랭곤 건강센터(NYU Langone)의 수석 부센터장, 부학장, 최고 병원 

운영자 겸 최고 의료 책임자인 Robert Press 박사  

• 폴라리스 파트너스(Polaris Partners)의 Amy Schulman 기업 파트너  

• 메모리얼 슬로언 케터링 암 센터(Memorial Sloan Kettering Cancer Center)의 

센터장 겸 최고경영자인 Craig B Thompson 박사  

• 존슨 앤드 존슨 이노베이션(Johnson & Johnson Innovation)의 글로벌 책임자인 

Robert G. Urban 박사  

  

뉴욕주의 생명 과학 계획(Life Science Initiative)은 향상된 세금 혜택, 실험 기반 연구실 

및 혁신 공간을 위한 보조금, 초기 단계에 있는 회사를 위한 투자금, 민간 부문 

파트너십을 위한 자금 지원 등을 통해 뉴욕주의 생명 과학 경제를 강화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신생 회사를 만들고 뉴욕주를 위한 새로운 

벤처 투자금을 유치하며 차세대 첨단 기술을 도입하는 과학자들을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이 계획은 뉴욕을 신흥 제조 기반 기업들을 유치하는 매력적인 곳으로 만들고 지역 

경제를 부흥시키며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ESD)의 사장 겸 최고경영자인 

Howard Zemsky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명 과학 산업을 촉진하기 위한 

뉴욕주의 노력은 새로운 투자와 발전을 활용하며 21세기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생명 과학 산업에 대한 뉴욕주의 6억 2,000만 달러 투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포함합니다.  



 

 

• 실험 기반 연구실 및 혁신 공간의 발전, 운영 지원 및 초기 단계에 있는 생명 과학 

기업을 위한 투자금을 지원하는 3억 2,000만 달러의 자본 프로그램  

• 연구 및 개발 비용에 대한 환급 가능한 세금 공제를 포함하여 새로운 생명 과학 

기업을 위한 1억 달러의 환급 가능 연구 및 개발 세금 공제  

•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생명 과학 산업을 지원하는 1억 달러로 확대된 

엑셀시어 직업 프로그램 세금 공제  

• 생명 과학 벤처 캐피털 펀드(Life Science Venture Capital Fund)에 분배되었으며 

뉴욕시 파트너십 펀드(Partnership Fund for NYC)가 모금한 1억 달러의 민간 

투자금  

  

생명과학 분야는 바이오기술, 의약품, 바이오메디칼 기술, 라이프 시스템 기술 분야를 

포괄하며, 노력의 대부분을 다양한 단계의 연구, 개발, 기술 이전 및 상업화에 투입하는 

조직과 기관도 포함합니다. 매일매일, 이 분야의 회사들은 새로운 치료법을 통해서, 또는 

자폐증과 암 등의 질병의 조기 검진을 통해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 

새로운 의료 및 제약 돌파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사들은 농업 및 환경 

바이오기술 분야에서도 현저한 진보를 이루고 있으며, 보다 청정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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