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8년 6월 21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새로운 생명 과학 인큐베이터인 JLABS @ NYC를 개관한다고 발표  

  

존슨 앤 존슨 이노베이션(Johnson & Johnson Innovation)이 운영하는 창업 

인큐베이터인 JLABS, 생명 공학, 제약, 의료 기술, 소비자 건강 분야에서 최대 30 개사의 

생명 과학 스타트업 회사 수용 예정  

  

미국 전역과 전 세계의 여러 장소를 제치고 이 새로운 시설이 들어서는 곳으로 선정된 뉴욕  

  

뉴욕에 활력이 넘치는 생명 과학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Cuomo 주지사의 6억 2,000만 

달러 규모의 계획 기반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혁신적인 생명 공학, 제약, 의료 장비, 소비자 건강 

기업의 창업을 지원하는 3만 평방 피트 규모의 새로운 생명 과학 인큐베이터인 JLABS 

@ NYC를 개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맨해튼의 뉴욕 지놈 센터(New York Genome 

Center, NYGC)에 위치하고 존슨 앤 존스 이노베이션(Johnson & Johnson Innovation)이 

운영하는, JLABS의 최첨단 시설은 생명 과학 분야의 연구 및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창업 

초기 단계 회사들에게 실험실 공간과 장비, 기술 등을 제공합니다. 그 회사들이 진행하는 

연구를 상업화하여 경제를 성장시키는 주정부의 능력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새로운 21세기형 인큐베이터는 인간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최첨단 연구 및 기술에 투자하여 경제 성장을 촉진하려는 우리의 활동을 

지원합니다. JLABS @ NYC에 투자를 단행하여, 우리는 도구와 자원 그리고 네트워크를 

통해 창업 초기 단계의 회사들을 연결하면서 생명 과학 산업을 강화하고 뉴욕 전 지역의 

일자리 증가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맨해튼에서 거행된 오늘의 개관식 행사를 주관한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생명 과학 계획(New York State Life Sciences Initiative)은 의학 및 

인명을 구하는 치료법 분야에서 획기적인 돌파구가 될 잠재 가능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JLABS 창업 인큐베이터에 대한 우리의 지원은 생명 과학 분야의 발전을 



 

 

주도할 회사들의 성장을 촉진하게 됩니다. 이는 뉴욕주를 위한 일자리 만들기와 미래의 

경제 성장을 위해 단행하는 막대한 투자입니다.”  

  

여러 주와 전 세계의 많은 장소를 제치고 이 새로운 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장소로 뉴욕이 

선정되었습니다. 뉴욕 지놈 센터(New York Genome Center)를 통해 사용할 수 있는 

자원과 뉴욕주 생명 과학 계획(New York State Life Sciences Initiative)을 통해 조성된 

1,700만 달러의 투자금으로 JLABS @ NYC의 새로운 본거지를 맨해튼에 확보했습니다. 

최첨단 창업 인큐베이터는 생명 공학, 제약, 의료 장비, 소비자 건강 등에 중점을 둔 생명 

과학 스타트업 회사를 최대 30 개 기업까지 수용하게 되며, 또한 뉴욕 생명 과학 혁신 

생태계의 이해 관계자 허브 역할도 수행하게 됩니다.  

  

뉴욕주에서 창업 초기 단계 회사들을 유치한 후 성장시켜 유지하는 것을 돕기 위해, 

JLABS @ NYC는 기업가들에게 다음 사항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창업 초기 단계의 회사들을 위해 최첨단의 저렴한 실험실 공간 제공,  

• 존슨 앤 존슨 이노베이션(Johnson & Johnson Innovation)의 최첨단 산업 전문 

지식과 자원,  

• 회사들을 투자자와 인재에게 연결하는 역동적인 네트워크 이벤트.  

  

JLABS @ NYC 및 입주 회사들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는 

https://jlabs.jnjinnovation.com/locations/jlabs-nyc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존슨 앤 존슨(Johnson & Johnson)의 최고 과학 책임자인 Paul Stoffels 의학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슨 앤 존슨(Johnson & Johnson)은 뉴욕에 깊은 기업가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인류 건강의 궤적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의료 혁신을 만들어 내기 

위해, 이 풍부한 생태계에 적용된 독특한 JLABS 모델을 보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저희 

JLABS 네트워크를 뉴욕시로 확대하면서, 의료 서비스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인재들이 

공유 공간에서 공동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존슨 앤 존슨(Johnson & Johnson Innovation) 

혁신 전문가들을 통해 해당 지역의 기업가들을 연결할 것입니다.”  

  

뉴욕 지놈 센터(New York Genome Center)의 Cheryl A. Moore 대표 겸 최고 운영 

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지놈 센터(New York Genome Center)는 생명 과학 

분야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JLABS 네트워크를 뉴욕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존슨 앤 존슨 

이노베이션(Johnson & Johnson Innovation) 및 뉴욕주와 파트너 관계를 맺은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뉴욕 지놈 센터(NYGC)는 게놈 연구를 인간의 질병을 진단하는 

도구 및 치료법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학적 발견을 획기적인 의료 서비스 

제품으로 바꿀 수 있도록 신생 기업 지원 플랫폼을 제공하는 JLABS의 비전과 완벽한 

조화를 이룹니다. 저희는 JLABS @ NYC가 발전해 가는 미래를 보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뉴욕의 생명 과학 인프라를 발전시키는 데 힘이 되어 주신 주지사님의 

리더십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https://jlabs.jnjinnovation.com/locations/jlabs-n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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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ard Zemsky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의 생명 과학 계획(Life Science 

Initiative)은 새로운 기술, 새로운 회사, 새로운 투자, 새로운 일자리 등의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명을 구하는 연구를 실험실에서 시장으로 발전시키는 데 힘이 되었습니다. 

JLABS @ NYC에 대한 투자는 창업 초기 단계의 생명 과학 회사가 성공할 수있는 육성 

생태계를 창안하여 새로운 벤처 기업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장애물을 극복합니다. 

뉴욕은 세계적인 수준의 생명 과학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JLABS @ NYC는 이러한 활동에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맨해튼 자치구의 Gale A. Brewer 자치구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적인 수준의 

대학과 주요 병원들이 집중되면서, 뉴욕은 생명 과학 투자 및 혁신의 허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최신의 최첨단 창업 인큐베이터가 이미 성장하고 있는 분야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될지 지켜보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Margaret S. Chin 시의회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JLABS @ NYC가 문을 열게 되어, 

뉴욕시는 의료 서비스 분야에서 최첨단 연구와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본거지로 계속 

성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Cuomo 주지사님과 함께 이 새로운 시설을 우리 로어 

맨해튼 지역사회에 맞이하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우리 모두가 더 오래, 보다 건강하고 

충만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확실하게 보장하는 새로운 기술과 노력 그리고 파트너십 

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뉴욕시를 위한 파트너십(Partnership for New York City)의 Kathryn Wylde 대표 겸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에 활력이 넘치는 생명 과학 클러스터를 

구축하려는 Cuomo 주지사님의 계획은 이 산업계의 세계적인 리더가 후원하는 뉴욕시 

최초의 상업적인 창업 인큐베이터가 문을 열면서 위대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JLABS는 수백 개의 새로운 회사와 수천 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우리 의료 연구 기관을 

강화하여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산업 중 하나의 최전선에 뉴욕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뉴욕에게 필요한 경제 발전 리더십의 

하나입니다.”  

  

JLABS는 혁신가들이 전 세계의 환자들에게 건강 증진 및 복지 솔루션을 제공하고 

촉진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개방형 혁신 생태계의 글로벌 네트워크입니다. 혁신의 

리더인 JLABS는 제약, 의료 장비, 소비자, 의료 기술 분야의 기업가들이 환자와 

소비자들에게 의료 서비스 솔루션을 제공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제공됩니다.  

  

2010년에 설립된 뉴욕 지놈 센터(New York Genome Center)는 게놈 연구를 질병에 

대한 임상 솔루션으로 전환하는 데 전념하는 비영리 연구 단체입니다. 2013년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ESD)는 뉴욕 지놈 

센터(NYGC)를 위해 뉴욕시 임대 장소의 건설, 개조, 기계 및 장비 구입 등을 위한 보조금 

https://jlabs.jnjinnovation.com/


 

 

5,725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뉴욕 지놈 센터(NYGC)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억 2,000만 달러 규모의 뉴욕주 생명 과학 계획(Life Science Initiative)  

  

2018 회계연도 예산(FY 2018 Budget)으로, 뉴욕주는 뉴욕의 세계적 수준의 생명 과학 

연구 클러스터 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연구를 상업화하고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는 

주정부의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6억 2,000만 달러 규모의 계획을 제정했습니다.  

 

이 다각적인 계획에는 엑셀시어 일자리 프로그램 세금 공제(Excelsior Jobs Program Tax 

Credit)를 생명 과학 산업으로 확장하기 위한 1억 달러, 생명 과학 연구 및 개발 환급 

가능한 세금 공제 프로그램(life sciences research and development refundable tax 

credit program)을 위한 1억 달러, 기타 투자 형태의 3억 2,000만 달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에는 습식 연구실 및 혁신 공간의 개발을 지원하고 운영을 지원하며 

민간 부문에서 조성된 최소 1억 달러의 추가적인 매칭 펀드를 활용하는 초기 단계의 

생명 과학 회사들에 대한 투자 자본을 지원하기 위한 주정부의 자본 보조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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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시설에 투자하며, 인재와 전문지식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킴으로써, 뉴욕은 산업계가 자금을 지원한 연구 및 개발에 대한 뉴욕의 지분율을 

현저히 증대시키고, 기존 학문적 연구의 상업화를 지원하며, 차세대의 고급 기술이 

도입되게 할 것입니다. 과학의 발전을 넘어서, 이 계획으로 제조업 기반의 신흥 기업들을 

유치하고 지역 경제를 강화하며, 수천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지역으로 뉴욕을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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