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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 주지사 
 

CUOMO 주지사는주지사는주지사는주지사는 10개개개개 이상의이상의이상의이상의 기업들이기업들이기업들이기업들이 START-UP NY에에에에 합류한다고합류한다고합류한다고합류한다고 발표발표발표발표 
 

출시출시출시출시 이후이후이후이후 93개의개의개의개의 기업이기업이기업이기업이 START-UP NY에에에에 가입하고가입하고가입하고가입하고 뉴욕뉴욕뉴욕뉴욕 주주주주 전역에전역에전역에전역에 걸쳐걸쳐걸쳐걸쳐 2,800여개의여개의여개의여개의 
새로운새로운새로운새로운 일자리일자리일자리일자리 창출을창출을창출을창출을 위해위해위해위해 노력노력노력노력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10개 이상의 기업이 START-UP NY의 결과로 뉴욕 

주에서 확장하고 위치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회사들은 80개 이상의 기업이 이미 

참여하고 있는 주 전역에 걸쳐 대학과 관련된 비과세 영역을 창조하는 혁신적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매월 신청하고 있으며, START-UP NY은 엠파이어 스테이트보다 

기업을 시작하거나 성장하는데 좋은 곳이 없다는 것을 지속 증명하고 있습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기업들이 뉴욕의 세계 수준의 대학과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고 면세 환경을 운영하면서, 우리는 경제를 이끌고 주 전역에서 투자와 일자리 기회를 

가져올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10개의 기업은 거의 4000만 달러를 투자하고 SUNY Cobleskill, Stony Brook 

University, Rochester Institute of Technology, Hudson Valley Community College이 

후원하는 세금 면제 지역에서 향후 5년간 약 267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것입니다. 

START-UP NY은 현재 21개의 주 전역의 다른 대학들의 후원을 받아 93개 회사가 주 

전역에서2,805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역 사회에 1억 7,300만 달러 이상의 투자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START-UP NY 하에서 엠파이어 스테이트에서 기업을 확장하고 위치하는 기업들은, 

여러 주요 산업 분야에서 일자리를 만들 것입니다. 이는 물리적 공학, 생명 과학; 생물 

의학 및 지속 가능한 기술 개발; 생명 공학 연구 및 개발; 사용자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 금속 제조; 및 전기 의료 및 전위 조절 전기 장치 제조 등을 포함합니다.  
 

다음 기업들이 START-UP에 참여했습니다:   
• AJES Life Sciences, LLC 
• BriteHome LLC 
• Darkwind Media Ltd. 
• Eco Convergence Group,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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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tel, Inc. 
• Sakat Consulting 
• STS Global Inc. 
• SynchroPET, Inc. 
• The Case Group, LLC 
• Theragnostic Technologies, Inc. 

 

엠파이터 스테이트 개발 대표 대리, CEO & 위원인 Howard Zemsky는 “START-UP NY은 

게임을  바꾸는 이니셔티브며 뉴욕 주에서 경제 성장과 전략적인 공공 민간 제휴를 

촉진합니다. Cuomo 주지사의 프로그램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생명 공학,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고급 제작 등 높은 성장 산업에서 수억 달러의 투자를 생성하여 강한 

경제 미래로 가는 길을 포장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SUNY 총장 Nancy L. Zimpher는 “Cuomo 주지사의 START-UP NY 프로그램은 SUNY 

캠퍼스와 뉴욕 지역 사회에 혁신적이고 첨단 기술의 기업들을 유치하고, SUNY의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가치 있는 연구 기회와 적용하는 학습 경험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이 새로운 기업들을 Mohawk Valley, Capital District, Long Island에 있는 SUNY의 

캠퍼스로 환영하기를 기대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START-UP NY 승인된 최신 기업들에 대한 추가 세부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SUNY Cobleskill – 154개개개개 새로운새로운새로운새로운 일자리일자리일자리일자리 
 

Sakat Consulting은 Cobleskill’s Guildford Mills Space(Cobleskill에 있는 과거 섬유 제조 

시설)에 텔레 마케팅 센터와 기술 연구 개발 센터를 설립하는 새로운 기업입니다. Sakat 

Consulting은 Cobleskill’s Guildford Mills Space(Cobleskill에 있는 과거 섬유 제조 

시설)에 텔레 마케팅 센터와 기술 연구 개발 센터를 설립하는 새로운 기업입니다. Sakat 

Consulting은 1000만 달러를 투자하면서 102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Eco Convergence Group, Inc.은 노르웨이 미국 엔지니어링 회사인 ECG Iveron AS의 

미국 부분인 새로운 기업이며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했습니다. 이 회사는 전체 환경 관리, 에너지 감소와 높은 수율에 대한 물 요구와 

함께 실내 수경 식품 생산 시스템을 개발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Eco Convergence는 

Cobleskill의 Guilford Mills Space에 위치할 것이며 1,900만 달러를 투자하면서 52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Stony Brook University - 58개의개의개의개의 새로운새로운새로운새로운 일자리일자리일자리일자리 
 

BriteHome, LLC는 근접 장비 통신과 현재 모든 인터넷 장치로 사용되는 근처의 무선 

네트워킹의 보안을 이용하여 새로운 홈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하는 새로운 기업입니다. 

홈 자동화는 2019년까지 164억 달러 규모의 사업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 산업이며, 

BriteHome은 그들의 프로토콜을 새로운 홈 가전 제품에 적용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BriteHome는 Stony Brook에서 무선 및 정보 기술에 대한 우수 센터(CEWIT)에 위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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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며, 175,000달러를 투자하면서 7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AJES Life Sciences, LLC 는 새로운 연구 개발(R&D) 계약 연구 회사이며 새로운 

의약품 개발자를 위한 임상 전과 독성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고객들을 위한 생체 

외 및 내부에서 임상적 효능, 임상 독성학과 행동 모드 분석을 제공합니다. AJES는 Stony 

Brook에 있는 Long Island High Technology에 위치할 것이며 369만 달러를 투자하며 

9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Theragnostic Technologies, Inc.는 기존의 연구 개발 회사로 Stony Brook 

University에서 개발된 혁신적인 생물 의학과 의료 기술 상용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회사의 현재 초점은 향상된 질병 진단 및 검출을 위한 잠재적으로 안전하고 

비용 효율적인 MRI조용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Theragnostic Technologies는 Stony 

Brook의 Long Island High Technology Incubator에위치할것이며 102만 달러를 

투자하면서 9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STS Global Inc.는 새로운 통신 및 미디어 솔루션 기업으로 전세계 고객을 위해 무선 

기술과 주류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사용자 정의 제품, 네트워크 및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회사는 위성 기반 무선 기술에 강한 초점을 맞춘 무선 기술 회사의 기능을 

확장하기 위해 새로운 맞춤형 시스템과 제품을 개발할 것입니다. STS Global은 Stony 

Brook에서 무선 및 정보 기술에 대한 우수 센터(CEWIT)에 위치할 것이며 897,000 

달러를 투자하며 27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SynchroPET, Inc.은 Brookhaven 국립 연구소에서 개발한 새로운 플랫폼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P.E.T.) 스캐너 기술을 상용화하는 사전 수익 생물 의학 장치 기존의 제조 

업체입니다. SynchroPET는 초기에는 새로운 스캐너 기술로 작은 동물 연구 시장을 

대상으로 할 것입니다. SynchroPET는 Long Island High Technology Incubator에 위치할 

것이며 95,000 달러를 투자하면서6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Rochester Institute of Technology - 29개의개의개의개의 새로운새로운새로운새로운 일자리일자리일자리일자리 
 

Darkwind Media Ltd. 는 최근 Venture Creations(공인 NYS 인큐베이터) 졸업생이며 

다른 게임 개발스튜디오에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게임 소프트웨어를 개발합니다. 이 

회사는 자사의 게임 포팅 및 개발 서비스에 대한 국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확장하고 

있습니다. Darkwind Media는 Rochester 시내에 위치할 것이며 431,000 달러를 

투자하면서 11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Optel, Inc.은 의료 기기 분야의 회사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성 단계의 

회사입니다. OPTEL는 미국 FDA의 현재 제품 제조 관행 요구 사항, 유럽 의료 기기 표준 

ISO 13485, 컨셉, 설계 및 제조 단계에 걸쳐 다른 의료 기기 제조 요구 사항 충족을 

보장합니다. 이 회사는 또한 의료 규제 준수 지원을 제공합니다. Optel은 Rochester에 

있는 Venture Creations Incubator에 위치할 것이며 285,000 달러를 투자하면서 18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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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dson Valley Community College – 26개개개개 새로운새로운새로운새로운 일자리일자리일자리일자리 
 

The Case Group, LLC 은 기존의 나무, 나무 덮개 창문과 문을 제조하는 업체로 

열적으로 개선된 강철, 스테인레스 스틸과 청동 창문 시스템에 대한 증가된 시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그들의 생산 능력을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속 가공 및 최첨단 

CNC 금속 가공 센터의 구매에 대한 새로운 추가는 회사가 금속 소재의 문과 창문을 제조 

할 수 있게 합니다. Case Group은 Green Island에 있는 산업 단지 195 Cohoes Ave의 

기존의 시설의 인접한 공간에 위치할 것이며 402만 달러를 투자하면서 26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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