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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6년 3월 7일 ANDREW M.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주지사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START-UP NY에에에에 18개개개개 업체가업체가업체가업체가 추가로추가로추가로추가로 합류한다고합류한다고합류한다고합류한다고 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 
 

현재현재현재현재 총총총총 172개개개개 업체가업체가업체가업체가 START-UP NY에에에에 참여하여참여하여참여하여참여하여 뉴욕주에서뉴욕주에서뉴욕주에서뉴욕주에서 최소최소최소최소 4,175개의개의개의개의 신규신규신규신규 
일자리를일자리를일자리를일자리를 창출하고창출하고창출하고창출하고 2억억억억2,920만달러를만달러를만달러를만달러를 투자하다투자하다투자하다투자하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새로이 18개 업체가 START-UP NY에 합류하여 

공립칼리지 및 대학교와 연계된 혁신적인 면세 지역을 통해 뉴욕주에서 사업을 

재배치하고 확장하게 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18개 업체들은 향후 5년 동안 

Western New York, Southern Tier, Central New York, Capital District, 뉴욕시 및 Long 

Island 지역에서 최소 135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약 1,00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조하였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START-UP NY은 수천 개의 좋은 연봉의 일자리를 유치했고 뉴욕 내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혁신 기업으로부터 수억 달러의 민간 투자를 

이끌어냈습니다”라고라고라고라고 Cuomo 주지사가주지사가주지사가주지사가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세계적인 수준의 

학술기관과 첨단 기업들의 협업을 통해서 우리 경제를 강화하고 Empire State 내에서의 

신성장과 기회를 창출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START-UP NY 기업들은 뉴욕의 핵심 산업 부문에 혁신적인 신기술을 끌어오고 

뉴욕주 지방 커뮤니티에 수백만 달러의 투자를 일으키고 있습니다”라고라고라고라고 Empire State 

Development 총재총재총재총재, CEO & 커미셔너인커미셔너인커미셔너인커미셔너인 Howard Zemsky가가가가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현재 172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는 START-UP NY은 뉴욕주의 경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우리 칼리지 

캠퍼스의 발전을 도모하고 뉴욕주민들을 위해 수천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18개 기업들은: Alfred University, Albany Medical College, Stony Brook 
University, SUNY Downstate Medical College, SUNY Binghamton, SUNY Morrisville, 

University at Buffalo의 후원을 받습니다. START-UP NY은 현재 총 172개 기업이 

참여하여 4,175개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고 향후 5년 동안 뉴욕주 전역에서 2억 2,920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Cuomo 주지사의 START-UP NY 프로그램이 일자리를 늘리고 뉴욕주민들을 

위한 기회를 창출하며 동시에 SUNY 학생들과 교수진들에게 교육적인 경험을 

강화시키려는 것에 매우 기뻐하고 있습니다”라고라고라고라고 SUNY의의의의 Nancy L. Zimpher 총장이총장이총장이총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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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우리 캠퍼스는 뉴욕주 곳곳에서 START-UP NY이 지속적인 성공을 

일으키는 일부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이러한 새로운 파트너들이 SUNY에 오는 

것을 기쁘게 환영합니다.” 
 

START-UP NY에 의거 엠파이어 스테이트에서 확장하거나 이전하는 기업들은 

바이오기술 및 맥주공장, 와이너리 및 증류주회사; 제조; 물리, 공학 및 생명 과학에서의 

연구 개발; SaaS(software-as-a-service) 및 소프트웨어 개발을 포함한 여러 주요 

산업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START-UP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Atomic Medical Innovations, Inc. 
• Binghamton Surgical Instruments d/b/a Senecka Spine 
• Burgio Health Alliance, LLC 
• ChromaNanoTech, LLC 
• Disease Diagnostic Group, Inc. 
• Empirican Clinical Testing Services, LLC (dba Empirican PRN) 
• Good Nature Brewery, Inc. 
• Histowiz Inc. 
• Indago, LLC 
• iSimulate 
• Letchworth LLC d/b/a Fiducia Solutions 
• Millennial Materials and Devices Inc. 
• Painless 1099, LLC 
• Plum LLC 
• Qoints USA Inc.  
• Sedara, LLC 
• Spherical Block, LLC 
• VOICEITT INC 

 

University at Buffalo – 87개개개개 신규신규신규신규 일자리일자리일자리일자리 창출창출창출창출 

Qoints USA Inc.는 캐나다에서 뉴욕주로 사업을 확장하는 SaaS(software-as-a-service) 

기업입니다. 이 회사는 디지털 활동 데이터의 공동보존서고(collaborative repository)를 

개발하여 브랜드 마켓터가 경쟁업체를 상대로 디지털 캠페인의 결과를 실시간으로 

비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회사는 미국 본사를 열고 5개의 새 일자리를 창출하고 

$185,000를 투자할 것입니다. 
 

VOICEITT INC는 이스라엘에서 이곳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연구개발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잘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조리 있는 말로 실시간으로 번역해주는 고유한 언어 

인지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언어장애가 있는 사람이 이 회사의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인 Talkitt을 사용하면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런 수단인 

목소리를 사용하여 직관적이고 자유롭게 의사소통할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회사는 

회사의 사업개발부서를 Buffalo로 옮겨와 잠재적인 연구협업을 대학의 

의사소통장애학과에서 진행할 것입니다. 이 회사는 10개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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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00만달러를 투자할 예정입니다. 
 

Sedara, LLC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IT 보안 솔루션을 설계, 구현 및 관리하는 뉴욕 정보 

보안 업체입니다. 이 회사는 재설계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제품 개발을 위해 사세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5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110,000만 달러를 투자할 

것입니다. 
 

Plum, LLC는 미국으로 사세를 확장하는 캐나다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기업들과 

헤드헌터들이 심리행동검사 기법을 사용하여 구직자들을 찾는 데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개발했습니다. 이 회사는 3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16,900달러를 투자할 

것입니다. 
 

Empirican Clinical Testing Services, LLC(dba Empirican PRN)는 제약 및 의료기기 

산업에서 연구를 위해 환자 등록을 신속하고 우수하게 처리하는 의사 지시 임상 연구 

네트워크 역할의 뉴욕회사입니다. Empirican PRN은 FDA와 HIPAA를 준수하는 피험자 

모집, eConsent 및 eSource의 신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 회사는 전매 시스템인 

Periscope360™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다음 버전의 제품을 확장하고 

개발합니다. 이 회사는 15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135,000만달러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Letchworth, LLC d/b/a Fiducia Solutions는 버지니아에서 뉴욕으로 자리를 옮기는 

새로운 회계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입니다. 이 회사의 최초 제품인 FiduciaSolutions는 

비영리업체 및 소기업에 특화된 자동 금융 내부 통제 평가 소프트웨어 및 개선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이 회사는 5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42,500달러를 투자할 

예정입니다. 
 

Indago, LLC는 독점 클라우드 기반 SaaS 제품 제작에 중점을 둔 새로운 연구개발 

회사입니다. 두 개의 플래그십 SaaS 제품은 비영리 단체에게는 팀 기반의 모금 행사용 

소셜미디어 플랫폼 그리고 소규모 웹사이트 개발 업체에게는 웹사이트 개발 배치 

런어웨이 실행을 자동화하는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이 회사는 9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30,000달러를 투자할 예정입니다. 
 

Disease Diagnostic Group, Inc.는 초기 단계 진단부터 이로운 저가의 재사용이 가능한 

전염병 진단법에 중점을 둔 새로운 의료기기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플래그십 제품인 

RAM(The Rapid Assessment of Malaria)을 말라리아가 창궐하는 개발도상국가에 

판매하기 위한 규제 승인을 얻기 위한 절차에 있습니다. 이 회사는 또한 여러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플랫폼 기기를 통해서 자사 기술을 적용하는 것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8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214,000만달러를 투자할 예정입니다. 
 

Painless 1099, LLC는 버지니아에서 뉴욕으로 자리를 옮기는 신규 SaaS(software-as-a-

service)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납세 의무를 위해 돈을 저축하는 프로세스 자동화를 위해 

1099 소득(1099 income)을 버는 독립계약자 전용 소프트웨어 도구를 개발했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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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리케이션은 독립계약자의 1099 소득과 자금을 분리하여 남은 지출 자금을 사용자의 

개인 당좌 계좌로 자동 송금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회사는 1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55,000달러를 투자할 예정입니다. 
 

Atomic Medical Innovations, Inc.는 복잡한 만성 복부 상처를 치료하는 상처 치료 

물질을 개발하는 아리조나 소재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연구개발 단계에 있으며, 제품 

테스트를 준비 중입니다. 고객들로는 입원환자 및 통원환자를 상대하는 기관에서 다양한 

상처 치료에 사용되는 제품의 구매 및 이용을 담당하는 임상 및 행정 직원들을 포함한 

병원 및 보건서비스 제공 시스템입니다. Atomic Medical Innovations은 아리조나 주 

Tuscon에서 뉴욕으로 사옥을 이전할 예정입니다. 이 회사는 3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3,500달러를 투자할 예정입니다. 
 

Burgio Health Alliance, LLC는 자체적으로 의료보험을 운영하는 회사들이 보건 비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플랫폼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뉴욕 회사입니다. 현재 이 

회사의 프로토타입은 두 개의 로컬 테스트 지역에서 베타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이 

회사는 6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45,000달러를 투자할 예정입니다. 
 

Alfred University – 9개의개의개의개의 신규신규신규신규 일자리일자리일자리일자리 창출창출창출창출 

Spherical Block, LLC는 지붕을 포함해 건물 전체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혁신적인 블록 

설계로 콘크리트 블록 조적 시공에 혁명을 일으키고 있는 발전 단계에 있는 

제조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업계를 주도하는 무역 그룹인 ACI(American Concrete 

Institute)에 의해 첨단기술 업체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 회사는 미국과 세계의 수요로 

인해 10년 내에 급속한 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9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1,615,000달러를 투자할 예정입니다. 
 

Downstate Medical College – 9개의개의개의개의 신규신규신규신규 일자리일자리일자리일자리 

Histowiz Inc.는 크라우드소싱인 SaaS(Software-as-a-service)를 사용하여 글로벌 과학 

데이터를 통합하는 최초의 조직학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는 뉴욕주 조직학 회사입니다. 

Histowiz사는 조직 표본을 처리하고 끼워넣고 착색하며 생의학연구자들을 위해 결과를 

디지털화합니다. 암 연구는 진단, 예측 및 치료에 조직병리학 분석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중요한 조직학 데이터는 유리 슬라이드와 로컬 하드 

드라이브에 넣어져 민간 아카이브에 저장되고 넓게 공유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회사의 암 영상 데이터베이스는 과학자와 임상의 간의 협업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전세계 여러 실험실 간에 조직학 주도 데이터 마이닝을 허용하여 발전을 이룰 것입니다. 

이 회사는 9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2,500,000달러를 투자할 예정입니다. 
 

Stony Brook University – 8개의개의개의개의 새새새새 일자리일자리일자리일자리 

Millennial Materials and Devices Inc.은 Stony Brook University의 혁신적인 나노물질 

코팅 기술의 R&D와 상업화를 촉진하는 새로운 첨단 기술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정전식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ITO(Indium Tin Oxide)의 대체재로 탄소 나노물질의 

새로운 광범위 코팅 및 박막 필름을 개발할 것입니다. 이 회사는 8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1,020,000달러를 투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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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Y Binghamton – 8개의개의개의개의 신규신규신규신규 일자리일자리일자리일자리 창출창출창출창출 

ChromaNanoTech, LLC는 기기에 구체적인 주요 파장을 광학적으로 필터링하는 데 

산화금속입자를 사용하는 자외선, 가시선 및 적외선 흡수 염료를 개발 및 제조하는 

신생업체입니다. 이 회사의 제품은 창문 처리를 위해 Passive Solar 필름의 저렴한 

대체재로 고온의 열가소성 필름으로 결합됩니다. ChromaNanoTech, LLC는 특허 출원 

중인 기술의 독점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Passive Solar 애플리케이션과 디스플레이, 

레이저 용접 및 기타 시장을 대상으로 광학 물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5개의 

새 일자리를 창출하고 360,000달러를 투자할 예정입니다. 
 

Binghamton Surgical Instruments d/b/a Senecka Spine은 새로운 의료 장비 기술 

신생기업입니다. 이 회사는 미식품의약국(FDA)에 의료기기(501K Pre-Market 

Notification) 출시 목적을 통지하기 위해 자사 고유의 척추관절융합(척추경나사못) 

시스템의 등록을 신청하였습니다. 이 회사는 궁극적으로 Binghamton 지역에 제조시설을 

세울 목적으로 척추 임플란트의 전체 라인을 개발하려 합니다. 이 회사는 3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435,000달러를 투자할 예정입니다. 
 

Albany Medical College – 7개의개의개의개의 신규신규신규신규 일자리일자리일자리일자리 

iSimulate는 미국에 지사를 여는 호주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입니다. 이 회사는 세계적 

수준의 의료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이 회사의 제품인 ALSi & CTGi는 현 

모바일 기술 중 최고를 사용하여 작동됩니다. 이 제품들은 전세계 병원, 대학교, 간호 

대학 등에 판매되고 있으며, EMS/소방서 및 미국 시장도 이 회사의 신규 고객이 될 

것입니다. 이 회사는 7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107,500달러를 투자할 예정입니다. 
 

SUNY Morrisville – 7개의개의개의개의 신규신규신규신규 일자리일자리일자리일자리 창출창출창출창출 

Good Nature Brewing, Inc.는 현재 뉴욕 Hamilton에서 운영 중인 뉴욕주 소형 양조회사 

겸 바입니다. 이 회사는 현지 재배 성분을 사용하여 천연 에일 양조 맥주를 제조하고 지역 

판매상을 통해서 Central 및 Northern NY 내 소매업체에게 제품을 도매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생산 증대를 꾀하고 있으며, 생산을 확대할 수 있는 면세 구역으로 

지정된 10,000 평방피트의 건물로 양조 사업 부문을 옮길 예정입니다. 이 회사는 7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2,675,000달러를 투자할 예정입니다 
 

START-UP NY 소개소개소개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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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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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startup.ny.gov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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