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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5년 12월 16일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ANDREW M. CUOMO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주지사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브루클린에서브루클린에서브루클린에서브루클린에서 SUNY DOWNSTATE의의의의 생명공학생명공학생명공학생명공학 비즈니스비즈니스비즈니스비즈니스 창업창업창업창업 

인큐베이터의인큐베이터의인큐베이터의인큐베이터의 마지막마지막마지막마지막 공정의공정의공정의공정의 시작을시작을시작을시작을 알리다알리다알리다알리다 
 

START-UP NY 면세면세면세면세 지역에지역에지역에지역에 입주할입주할입주할입주할 수수수수 있는있는있는있는 신생신생신생신생 회사회사회사회사 및및및및 확장확장확장확장 회사를회사를회사를회사를 위한위한위한위한 새로운새로운새로운새로운 시설시설시설시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브루클린 760 Parkside Avenue에 자리한 SUNY 

Downstate Medical Center의 생명공학 인큐베이터의 마지막 공정의 시작을 

발표하였습니다. 26,000-평방 피트가 추가되면서 현 시설의 두 배가 될 것이며 현재 

입주해 있는 20개사보다 훨씬 더 많은 초기 단계 생명공학 관련 기업들에게 문호를 

개발할 것입니다. 
 
"SUNY Downstate의 생명공학 인큐베이터에서 개발 중인 혁신 기술은 지구인의 삶을 

향상시키면서 Central Brooklyn에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라고라고라고라고 Cuomo 

주지사가주지사가주지사가주지사가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SUNY 시스템과 그 학생들은 뉴욕의 가장 큰 자산의 일부입니다. 

Start-UP NY를 통해 이들과 팀을 이뤄 활동한다면 기업들은 좋은 결과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다양한 인재들을 영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부지사는부지사는부지사는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생명공학 산업은 뉴욕주의 SUNY 캠퍼스를 

통해 제공된 경제적 인센티브와 자원으로 이곳 브루클린에서 계속 꽃을 피워나갈 

것입니다. 미국에서 최고의 첨단 연구개발의 일부가 이뤄지고 있는 SUNY Downtown 

Medical Center는 START-UP NY 존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이 분야에서 혁신의 리더로 

자리매김을 하였습니다. 저는 Cuomo 주지사를 대신해 기업가와 기업들을 유치하고 

좋은 연봉을 제공하는 이 이니셔티브를 홍보하러 여기에 나왔습니다. "  
 
인큐베이터의 기업들은 의료/과학 도서관, 전문 연구 시설을 포함하는 다양한 SUNY 

Downstate 자원과 과학자, 임상의학자, 학생들과 함께 발견을 이끌고 임상실험을 

수행하는 능력을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SUNY Downstate는 이미 새로운 공간을 

채우기 위해 잠재 입주기업들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 시설은 뉴욕주 인증 비즈니스 인큐베이터이자 START-UP NY의 

일부입니다. 이곳은 중소대기업들에게 최고 10년 동안 주세 및 지방세를 면세해주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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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인큐베이터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은 암, 자가면역 장애, 여성 건강 및 출산, 

HIV/AIDS 백신, 소형 무선 EEG 장치, 환자 자신의 성인 줄기 세포를 사용한 개인별 

골이식편 개발과 같은 분야에서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SUNY Downstate 회장회장회장회장 John F. Williams, Jr., MD, EdD, MPH, FCCM은은은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연방, 주, 시, 브루클린 보로 파트너들의 전폭적인 성원에 힘입어, SUNY 

Downstate의 생명공학 이니셔티브가 뉴욕시를 산업기반을 다양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고, 교육 프로그램을 이 지역 경제 미래에 열쇠가 되는 발전 산업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함께 일자리와 새로운 기술을 위한 엔진을 주입하고 있으며, 혁신적인 의료 

치료법을 시장에 내놓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SUNY 이사회이사회이사회이사회 의장의장의장의장 H. Carl McCall은은은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SUNY Downstate의 

인큐베이터는 전체 Biotechnology Park와 이니셔티브와 함께 브루클린을 생명공학 

연구개발의 진원지로 만들면서 뉴욕을 기반으로 한 창업기업과 초기 기업들에게 우리 

대학 시스템과의 파트너십을 맺어 협력하고 발전할 장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업적을 이룬 SUNY Downstate 캠퍼스에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이를 가능하게 

해주신 브루클린 커뮤니티의 많은 파트너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 Empire State Development는 SUNY Downstate의 Biotech Business 

Incubator를 뉴욕주 인증 인큐베이터로 지정하고, 과학기술혁신분과(Division of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를 통해서) 3년 동안 125,000 달러의 운영 교부금을 

제공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Brooklyn Army Terminal에 자리한 SUNY Downstate의 

BioBAT 시설은 최근에 지역경제개발위원회 이니셔티브의 Round V를 통해서 300,000 

ESD 자본 교부금을 받았습니다. 
 
BioBAT은 Incubator 졸업생들과 확장 및 제조 공간을 필요로 하는 보다 안정된 기업을 

위한 공간입니다. BioBAT 콤플렉스는 항구를 면해 있는 97-에이커의 캠퍼스로 모든 

뉴욕시 의료 및 연구기관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뉴욕시 Economic Development 

Corporation 및 Research Foundation for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과 협력하는 

Downstate는 BioBAT에 524,000 평방피트를 여러 단계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38,000 

평방피트의 Phase 1은 완전히 입주가 완료되었습니다. 85,000 평방피트의 Phase 2는 

현재 임대 중이며, 현재 Incubator에 입주해 있는 IRX Therapeutics는 이 구역으로 이사할 

것입니다.  
 
Yvette D. Clarke 하원의원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저는 뉴욕시의원으로서 Central 

Brooklyn의 커뮤니티 이해관계자들, 정부 동료, SUNY Downstate Medical Center의 

리더십들과 함께 Advanced Biotechnology Incubator를 건립하는 데 힘을 보탠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곳은 현재 개발 초기 단계에 있는 생명공학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인큐베이터는 대단히 성공적으로, 현재 우리의 건강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병원 및 보건센터에 사용되고 있는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 에너지통상위원회 소속하원의원으로서 다음 10년 동안 의료 연구에 80억 달러를 

할당하고 의료연구센터의 다양성을 확대하며 의과생들이 중요한 연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21세기 치료법(Twenty-First Century Cures Act) 입법에 

조항을 포함시키는 의료 연구를 꾸준히 지원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Advan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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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technology Incubator의 다음 단계를 축하하면서 Dr. John F. Williams, SUNY 

Downstate Medical Center의 전문 행정부, 교수진, 스탭들과 합류하게 된 것을 특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다음 단계에서는 생명을 구하는 기술과 치료법을 개발하는 

보다 많은 연구 기회를 제공하는 분야로 확대하여 더 많은 생명공학 기업들이 우리 

커뮤니티에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이끌 것입니다. Advanced Biotechnology 

Incubator의 다음 단계 시작은 SUNY Downstate가 이미 뉴욕주 경제에 20억여 달러를 

기여한 연구에 투자한다는 약속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Biotech Incubator의 다음 

단계와 함께 이러한 기여금은 계속 증가하여 브루클린을 세계적으로 유명한 혁신 센터로 

자리매김시킬 것입니다." 
 
Martin J. Golden 상원의원은상원의원은상원의원은상원의원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저는 우리 보로에 수천 개의 고급 

경력직 일자리를 약속하는 역동적이고 활발한 생명공학 산업을 위해 브루클린에 SUNY 

Downstate를 위해 뉴욕주 자본 펀딩에서 3,600만여 달러를 조달하였습니다. 이 발표로 

우리는 우리 생명공학 스타트업을 위해 꼭 필요한 공간을 제공해주는 첨단 생명공학 

인큐베이터와 상업화 센터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멋진 활동은 민관 

부문의 공상가들이 위대한 우리 뉴욕시와 뉴욕주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일할 때 

무엇을 이룰 수 있는 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저는 우리 Downstate 파트너들과 

함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이끌고 고급 일자리를 이곳과 뉴욕 전역에서 만들도록 계속 

노력해나갈 것입니다. Dr. Eva Cramer와 SUNY Downstate의 Williams 회장에게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뉴욕시뉴욕시뉴욕시뉴욕시 위원회의위원회의위원회의위원회의 Mathieu Eugene 위원은위원은위원은위원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SUNY Downstate 

Medical Center의 생명공학 인큐베이터는 브루클린이 생명공학 산업에서 리더가 되도록 

해줄 것입니다. 이 시설은 브루클린뿐만 아니라 전 뉴욕시를 알리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지원하게 되어 기쁩니다. 이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뉴욕시를 

과학에 매진하는 시로서 널리 알려줄 것입니다." 
 
Brooklyn 보로장인보로장인보로장인보로장인 Eric Adams는는는는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브루클린은 혁신 세계의 

중심입니다. SUNY Downstate의 생명공학 인큐베이터는 앞으로 오랫동안 미래의 보건 

솔루션을 마련하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브루클린 주민들에게 셀 수 없는 편익과 함께 

수십 개의 고급 일자리와 경제와 투자로 수백 만 달러를 유발시키게 될 이처럼 중요한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한 것에 자랑스러움을 느낍니다." 
 
Empire State Development의의의의 사장사장사장사장 겸겸겸겸 CEO, 커미셔너인커미셔너인커미셔너인커미셔너인 Howard Zemsky는는는는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브루클린은 오랫동안 창조와 혁신의 중심을 차지해왔습니다. 현재 

생명공학은 이곳에서도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뉴욕의 세계적인 칼리지와 대학교들을 

활용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보유하는 Start-UP NY과 같이 Cuomo 주지사의 경제개발 

이니셔티브 덕분에 생명공학 산업은 뉴욕주를 발전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단단한 

기분을 갖고 있습니다." 
 
발전하는 생명공학 산업에 필요한 숙련된 노동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Downstate는 

Downstate 에 대학원생들을 위한 생명공학 일자리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대학생들을 위한 Hunter College of the City University of New York과 협업을 

시작했습니다. 생명공학 전문가 양성을 위한 졸업생 프로그램은 140여명의 학생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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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업계의 필요와 대학교의 교육을 연계시키고 

기업가정신을 일으키며 미래의 생명공학 인력을 제공합니다.  
 
START-UP NY 소소소소개개개개 

START-UP NY는 뉴욕주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10년 동안 

100% 면세로 사업함으로써 주 소득세, 사업 또는 법인 주 또는 지방세, 판매세, 재산세 

또는 프랜차이즈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기업들도 자사를 

후원하는 고등교육기관과 협력하여 업계 전문가 및 학교와 관련된 첨단 연구 실험실에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신규 또는 확장 기업이 캠퍼스나 캠퍼스 근처에서 사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500만 평방피트의 면세 구역에 해당하는 430여곳의 면세 지역을 둔 74개 학교가 

START-UP NY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각 대학의 승인된 START-UP NY 계획은 

www.startup.ny.gov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SUNY Downstate 소개소개소개소개  

1860년에 설립된 SUNY Downstate Medical Center는 강의실을 넘어 환자들의 침상으로 

교육을 펼친 미국 최초의 의과대학입니다. 연구 및 임상 서비스 분야에서 혁신과 

우수함을 알리는 전당인 SUNY Downstate Medical Center는 의과대학, 간호 및 건강 

관련 전문 칼리지, School of Graduate Studies, 보건학교, University Hospital of 

Brooklyn, Downstate Biotechnology Incubator 및 창업회사 및 보다 안정된 기업들을 

포함한 다면적 생명공학 이니셔티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 의과대학 교수진에 오른 

SUNY Downstate의 동창생은 숫자 면에서 미 전역에서 1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뉴욕시에서 개업한 내과의사들 중에서도 다른 어떤 의과대학보다 SUNY Downstate 

졸업생이 더 많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http://www.iloveny.com을 방문하십시오.  
 
Empire State Development 소개소개소개소개 

Empire State Development는 뉴욕의 주요 경제개발기관입니다. ESD의 목적은 경제 

활성화와 성장, 새로운 일자리 및 경제 기회 창출, 주정부 및 지역 정부의 세수의 증가 및 

지역 사회 경제의 안정화 및 다변화입니다. 대출, 지원금, 세금 공제 및 기타 금융 지원을 

통해서 ESD는 직장 창출 도모와 뉴욕주에 위치한 지역사회의 번영을 위한 사유 기업 

투자 및 성장 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ESD는 또한 Cuomo 주지사의 

지역경제개발위원회와 뉴욕을 상징하는 관광 브랜드 "I Love NY"를 감독하는 주요 

행정기관입니다. 지역 협의회 및 Empire State Development에 대한 상세 정보를 

원하시면 사이트  www.regionalcouncils.ny.gov 및 www.esd.ny.gov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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