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배포용:
배포용 2014년 10월 21일

CUOMO 주지사는 17개의
개의 더 많은 기업이 뉴욕 주의 START-UP NY 하에서 확장 혹은 정착을 위해
선택했다고 발표

사업의 시작 이후, 41개의 기업들이 START-UP NY 하에서 뉴욕 주에서 확장을 하거나 정착을 했으며
1,750개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7700만 달러의 투자를 이끌어냄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17개의 기업들이 START-UP NY의 결과로 뉴욕 주에서 확장하거나
정착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최근의 회사들은 주 전역에서 대학과 연계한 면세 구역을 만든
새로운 사업에 참여합니다.
17개의 기업은 14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할 것으로 예상되며 Albany의 대학, Buffalo의 대학, 코넬
대학, SUNY Downstate 의료 센터, Rochester 대학과 Stony Brook 대학의 지원을 받는 면세 구역에
적어도 464개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회사들
그룹으로 START-UP NY에 참여한 회사들의 총 수는 41개가 되었으며 1,750개의 새로운 일자리와 주
전역에 약 7,700만 달러를 투자할 것입니다.
“뉴욕의 기업과 가족을 위한 감세에 대한 주의 성공을 만들면서, 우리는 START-UP NY을 만들어
일자리를 만드는 비용을 절감하고 엠파이어 스테이트에 새로운 경제 개발을 가져오려는 우리의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라고 Cuomo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프로그램이 첫 번째 발효된 이후
11개월 이내에, START-UP NY은 좋은 출발을 했으며 주 전역의지역 사회에 41개의 새로운 기업들을
유치하고 거의 1,800개의 새로운 일자리와 7,700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2008년 이후 주의
실업률을 가장 낮은 수준이며 지난 4년 동안 50만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뉴욕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재건하려는 우리의 전략이 효과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에 확장하거나 정착하려는 START-UP NY의 기업들은 여러 주요 산업에서
일자리를 만들 것입니다. 이는 첨단 기술 및 첨단 제조, 생명 공학 연구 및 개발, 의료 기기 및 의료
서비스, 컴퓨터 프로그래밍 및 시스템 설계 분야 등을 포함합니다. 최근 다음 기업들이 START-UP
NY를 위한 승인을 받았습니다: ClassBook.com; PharmAdva, LLC; Xallent, LLC; EHR Console;
Innovimmune Biotherapeutics Holding, LLC; CMP Scientific Corp.; Mitigate Injury Management, Inc.;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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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Services, Inc.; HarkerBIO, LLC; ZeptoMetrix Corporation; Robb Surgical Devices, LLC; Guided
Interventions, Inc.; Saniteq; GridBridge, Inc.; Killer Content, Inc.; Jasmine Universe, LLC; and Polynova
Cardiovascular, Inc.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 회장, CEO 및 위원 Kenneth Adams는 “START-UP NY의 저렴한
비즈니스환경은 중요한 투자와 수많은 새로운 일자리를 엠파이어 스테이트로 가져와 뉴욕의 창조
경제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17개의 더 많은 기업이 START-UP NY에 참여한다는 오늘의
발표는 프로그램의 순위를 2배로 올리며 기업, 투자자와 기업가들을 위해 수행하는 다양한 매력의
증거를 보여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SUNY 학장 Nancy L. Zimpher은 “나라에서 뉴욕보다 새로운 기업과 기업가가 고등 교육과 협력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곳은 없으며 이는 Cuomo 지사의 START-UP NY 프로그램의 광범위한 성공
덕분입니다. 전세계에서 들어오는 관심과 투자와 모든 지역에서 생성되는 새로운 일자리와
더불어, START-UP NY는 우리의 경제와 SUNY에 불꽃을 제공하고 뉴욕 주를 사업을 하는 보다
경쟁력 있는 장소로 만들고, 우리의 대학들이 연구하고 가르치고 리서치를 수행할 가치를 높여줄
것입니다. 모든 지역에서 SUNY 캠퍼스는이 변형 주도권을 구현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START-UP NY을 위해 승인된 최근 기업들에 대한 추가적 상세 내역:
University at Albany – 72개의
개의 새로운 일자리
ClassBook.com는 온라인 주문 관리 시스템을 통해 전자책을 만들고 인쇄 책을 위한 효율적인
프로세스를 제공하는 기존의 클라우드 기반 및 멀티 플랫폼입니다. 그들은 K-12 학교에
아웃소싱과 그들의 전자 책 자동화하고 인쇄 교과서를 주문하고 이행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을 가진
최초이자 유일한 회사입니다. ClassBook은 Albany 시내의 418 Broadway에 위치할 것이며
227,600달러를 투자하면서 72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것입니다.
상원 의원 Neil Breslin은 “지역 일자리의 최근 유입 추세는 Cuomo 주지사가 뉴욕 주 북부에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그의 노력의 증거 입니다. START-UP NY덕분에, 북부지역은 몇 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수익성 있는 비즈니스 환경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프로그램을
주도하고 북부 지역이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준 주지사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원 의원John McDonald는 “오늘의 발표는 뉴욕 주의 비즈니스 환경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특히 Albany에서, 북부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을
인식했고 그래서 뉴욕 기업 친화적인 환경으로서의 명성을 되 찾을 수 있었습니다. START-UP NY는
지역에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고 모든 뉴욕 주에 걸쳐 경제를 강화에 중요한
촉매로 자신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원 의원 Pat Fahy는 “우리의 공립 대학은 반복적으로 특히 여기에 수도권 지역에서, 성장을 위한
엄청난 경제적 엔진이 될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START-UP NY는 북부에 많이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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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을 가속화 할 수있는 가능성이 정말로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뉴욕에서 비즈니스를
구축하며 및 Empire State내에 바로 여기에 사업가들을 유지하도록 노력을 집중하는 것을 계속하는
Cuomo 주지사에 박수를 보냅니다. “
County Executive인 Daniel P. McCoy는 “그래서 수십 년 동안 북부 뉴욕에서 유행했던 기업 과제
가운데 START-UP NY는 신규 사업을 유혹하기 위하여 계속 적극적인 이니셔티브로 자신을
증명했습니다. 나는 Albany 카운티 성장 산업 분야에 걸쳐 괄목 할만한 성장을 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러한 변화를 선도하는 주지사에게 감사합니다. 나는이 계속 개발을 기대하고 그
게임의 판도를 바꿀 용량 Cuomo 주지사의 START-UP NY 프로그램에 박수를 보냅니다.”
Kathy Sheehan 시장은 “나는 시와 지역에 일자리를 계속 유치하기 위해 주지사, 입법부 및 SUNY의
파트너를 칭찬하고자 합니다. 나는 Albany의 경제 성장을 위한 Cuomo 주지사 노력을 계속
기대합니다.”
University at Buffalo – 123 개의 일자리
Mitigate Injury Management, Inc.는 포춘 1000대 기업에게 자신의 안전 기록을 향상시키고 근로자
보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배열을 제공하는 새로운 기업 수준의 경영 컨설팅 사업입니다. 이
회사는 보다 비용 효과적인 방식으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독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 Gateway 빌딩에 위치할 것이며 81개의 새로운 일자리와 115,000달러의 투자를 할 것입니다.
You First Services, Inc.는 기존 뉴욕 주 기업으로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기술들을 상용화하는 기술을
연구하지만 시장화 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이 부족했던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상용화 가능성을
확인하고 이러한 제품에 대한 FDA의 승인으로 시장에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데 필요한 연구
개발을 수행합니다. You First Services는 사업 개발을 확대 할 것이며, R&D 직원은 동시에 더 많은
상용화 프로젝트를 허용 할 수 있습니다. 이 회사는 Baird Research Park 로 확장할 예정이며
11만달러을 투자하면서 7개 네트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 할 것입니다.
HarkerBIO, LLC는 신속하게 의약품의 개발을 사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생명 공학
사업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Hauptman-Woodward 의학 연구소에서 개발한 기술을 바탕으로,
HarkerBIO는 약물 표적과 약물 표적의 치료제 단지의 가까운 원자 해상도 3차원 구조를 결정하여
약물 설계 과정을 크게 가속화합니다. 산업 협력을 통해, 이들은 질병 및 보건 상태의 광범위한
스펙트럼에 대한 치료제의 다음 세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Buffalo의 700 Elicot Street에
위치하고, 500,000달러을 투자하면서 10 네트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 할 것입니다.
ZeptoMetrix Corporation는 Buffalo 대학 캠퍼스의 혁신 센터 별관으로 확장하려는 기존의 생명
공학 회사입니다. ZeptoMetrix는 글로벌 감염증 진단 시장을 위한 제품과 서비스에 특화되어
있으며 개발자들에게 진단 제품의 상업적 제조 및 출시 초기 테스트 키트 디자인에서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회사는 10 네트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57만5천달러을 투자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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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b Surgical Devices, LLC는 새로운 개인이 특허를 받은 복강경 스폰지를 제조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한 새로운 수술 장치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생물 정보학 건물에서 우수 센터에 입주하고
1백87만달러을 투자하면서 15 네트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 할 것입니다.
상원 의원 Tim Kennedy는 “START-UP New York은 뉴욕 서부에서 필요한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작업은 가까운 미래에 올 더 많은 일들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START-UP은 버팔로의
경제 부흥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도시는 Buffalo Billion과 START-UP New York을 위한
Cuomo 지사의 리더십에 감사합니다. 나는 START-UP의 지원에 투표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이미 버팔로와 뉴욕 주 서부에 대한 배당을 보게 되니 감격스럽습니다.”
하원 의원 Crystal Peoples-Stokes는 “START -UP NY은 바로 여기 Buffalo 시내에서 기존의 일자리를
유지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버팔로는 기업을 위한 면세 환경과 버팔로와 뉴욕
주 서부에 걸쳐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계속 결합하며, 세계적 수준의 대학이 있는 곳입니다.
ZeptoMetrix은 진단 및 제약 연구 산업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0개의 새로운 일자리의 추가와
45개의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은 Buffalo에 대한 헌신과 Main Street를 따라 성장을 강조합니다. 나는
START-UP NY을 현실로 만들고 뉴욕 서부의 경제를 부흥시키는 Cuomo 지사의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원 의원 Raymond Walter는 “우리 지역 사회로 새로운 좋은 지불의 일자리를 가져오는 것은 가장
중요하며 You First Services 같은 기술 회사를 가져오는 것은 그 목표 달성을 위해 오랜 길을 갈
것입니다. 저는 Start-Up의 회사와 Buffalo의 대학의 파트너십이 만들어 내는 것을 보기를
기대합니다. 이는 우리 커뮤니티에게 흥미진진한 시간이 될것이며, 나는 더 많은 중소 기업이 우리
지역을 선택하기 바랍니다. “
Erie 카운티 이그제큐티브 Mark Poloncarz는 “Cuomo 주지사와 START-UP NY 이니셔티브 덕분에, 5개
기업들이 여기에 Erie 카운티에서 자신의 사업을 확장하는데 필요한 비즈니스 환경과 세계 최고
수준의 인력을 발견했습니다. 고등 교육과 START-UP 하의 기업들의 시너지 효과는 이 기업들이
123개의 새로운 일자리와 3백만 달러를 투자하면서 지역을 지속 강화할 것입니다. 이 소식은,
거주하고 일하고 사업을 하기 위해 좋은 장소로 Erie 카운티의 명성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Buffalo 시장 Byron Brown은 “지금은 Buffalo가 일자리와 다른 투자로 이어지는 경제 개발 활동의
기록을 경험하면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흥미 진진한 시간입니다. 오늘의 발표는 전세계 기업과
기업가들이 Buffalo와 Cuomo 주지사의 START-UP NY 프로그램을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Buffalo를 사업을 시작하고 성장하기에 좋은 곳이며 저는 이러한 새로운 기업들과 협력하여
Buffalo에 더 많은 번영을 가져오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만들기를
기대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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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nell University - 8개의
개의 새로운 일자리
Xallent, LLC는 코넬 대학교에서 여러 팁 주사 탐침 기술을 상용화할 Ithaca에 본사를 둔 소규모의
첨단 기술 회사입니다. Xallent의 설립자, Kwame Amponsah 박사는 이 기술을 코넬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 작업을 일환으로 개발하였고 이 회사는 현재 국방부를 위한 주요 국가 안보 영역과 집적 회로
법의학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Xallent는 8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206만 달러를
투자할 것입니다.
상원 의원 Michael Nozzolio는 “START-UP NY 프로그램은 신규 사업의 개발을 장려하고 따라서 Finger
Lakes 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 대학들은 Xallent 같은 새로운 첨단 기술
기업에 적합한 엔진이입니다. 그리고 저는 주지사가 새로운 회사들이 Finger Lakes에 투자하고 직업
기회를 제공하도록 장려하고 있어 기쁘게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원 의원 Barbara Lifton은 “저는 이 중요한 지역에 Cuomo 주사의 리더십을 감사합니다. 비즈니스
커뮤니티는 마침내 뉴욕이 21 세기 경제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이라 여기고 있으며 저는 Finger
Lakes가 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시장 Svante Myrick는 “이는 Ithaca에 있어 좋은 소식입니다. 새로운 투자는 우리 지역 사회의
진정한 심장인 강력한 기업 생태계에 또 다른 환영이 될 것입니다. START-UP NY의 혁신적인 접근
방식은 우리가 경험했던 것보다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Ithaca의 경제를 강화하고, 저는 앞으로도 이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Cuomo 주지사와 협력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SUNY Downstate 의료 센터 - 39개
개의 새로운 일자리
EHR Console, Inc.는 병원, 진료소, 개별 의료 제공자, 환자와 의료 정보를 관리 및 사용하는 사람들
같은 원칙 고객들이 있는 HIPAA 준수 의료 공급자 생산성 제품군의 개발자입니다. EHR은
Downstate 생명 공학 창업 보육에 위치할 새로운 업체이며 10개의 새로운 일자리와 5,000 달러를
투자할 것입니다.
Innovimmune Biotherapeutics Holding, LLC는 기존 생명 공학 연구
회사로 자가 면역성 및 면역 - 염증성 질환의 치료를 위한 약물의 개발 전문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Brooklyn의 Downstate 생명 공학 센터에서 위치할 것이며 7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45,000
달러를 투자할 것입니다.
CMP Scientific, Corp.는 개발 및 생명 공학 연구 분석 연구소 및 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해 분석 기기
및 특수 소프트웨어를 제조하는 생명 공학 연구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Brooklyn의 Downstate 생명
공학 센터에 위치할 것이고 22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425만 달러를 투자할 것입니다.
하원 의원 Karim Camara는 “Cuomo 주지사의 START-UP NY 이니셔티브 하에서 SUNY Downstate를
활용하여, 새로운 일자리가 첨단 산업에서 만들어지고 이는 계속 성장하고 확장하고 지역 경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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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주지사의 비전에 감사하고 더 많은
회사들이 사업을 할 장소로 Brooklyn을 선택하기를 기대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University of Rochester - 132개의
개의 새로운 일자리
PharmAdva, LLC은 기존의 뉴욕 주 기업으로 제조, 유통 및 지원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작업을
확대하는 Rochester 대학 의료 센터 의료 기술의 스핀 오프입니다. 회사는 여러 약물에 노인 환자의
독립성을 확장 및 의료 청구 비용을 줄이기 위해 고안된 약물 순응도 SAAS 시스템을 개시합니다.
PharmAdva은 132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178만 9천 달러를 투자할 것입니다.
의회 다수당 원내 총무 Joseph D. Morelle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STARTUP-New York 덕분에
우리는 Rochester 경제의 또 다른 단계를 축하하게 되었습니다. PharmAdva 및 Rochester 대학의
파트너십은 우리가 더 의료 기술의 글로벌 리더로서 우리 지역을 배치하여 만들 열심히 일할 경기
모멘텀을 구축 할 것입니다. 저는 이 흥미로운 발표를 위한 길을 열어 우리 지역 사회에 통일된
비전을 함께 만든 Cuomo 주지사, Rochester 대학 및 Finger Lakes 지역 경제 개발 위원회의 제
동료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상원 의원 Patrick Gallivan은 “저는 현지에 투자하고 운영을 확장하는 PharmAdva에 박수를
보냅니다. 이는 의료 기술 산업이 Rochester와 뉴욕 서부에서 어떻게 성장하고 일자리와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지 보여주는 또 다른 예입니다. 저는 그들의 노력을 지원하고 큰 성공을
기원합니다.”
하원 의원 Harry Bronson은 “START-UP 뉴욕이 제안되었을 때, PharmAdva는 우리 지역 사회에서
확대할 구상한 회사의 종류였습니다. PharmAdva는 우리 가족과 우리 국가의 미래 경제에 대한
엄청난 기회를 제공 할 것입니다. 이 확장은 우리 지역에서 고 숙련자 고용의 흥미 진진한 성장을
계속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Stony Brook University - 90개의
개의 새로운 일자리
Guided Interventions, Inc.은 효과를 극대화하고 위험을 최소화하고 중재 절차의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설계 지원 기술을 개발하는 의료 기기 회사를 만들기 위한 비전을 가지고 2011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이 회사는 현재 2개의 제품 개발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프랙셔널 흐름 준비 (FFR)
가이드 와이어와 전 세계 고객 기반한 기관지 열성형술. 이 회사는 Ohio에서 Long Island로 확장하여
뉴욕 주에 새로 왔으며 5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300,000 달러를 투자할 것입니다.
Saniteq는 전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임베디드 컴퓨터 기반 산업 및 상업 제품의 연구, 설계 및
제조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기업입니다. 이 회사의 초기 제품은 공공 안전, 세계의 석유 및 가스
파이프 라인의 수천 마일에 대한 환경적, 경제적 요구를 충족 할 수 있는 새로운 교통 클램프 시간
초음파 유량계입니다. Saniteq는 고급 에너지 연구 기술 센터에 위치할 것이며 28개의 새로운
일자리와 600,000 달러를 창출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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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dBridge, Inc. 는 획기적인 전력 공급 시스템의 개발자이자 원동력입니다. 이 용도로는 자동차,
군사, 항공 우주, 전기 그리드 시장을 커버하여 매우 다양합니다. START-UP NY은 회사가 지역
유틸리티, 국가 연구소 및 대학과의 연계를 통해 에너지 라우터 플랫폼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GridBridge는 5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150,000달러를 투자할 것입니다.
Killer Content, Inc. 는 뉴욕 시의 독립 영화사인 Killer Films와 다양한 플랫폼에서 콘텐츠 개발, 재정,
생산 및 창출을 하는 Glass Elevator Media를 합병한 기존 기업입니다. Killer Content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Stony Brook 대학교에 미디어 시설을 만들 것이고 제공할 컨텐츠를 준비하고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을 위한 컨텐츠를 최적화할 수 있는 새로운 미디어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기 위한
디지털 제품 군을 위해 건물 보수 공사에 투자합니다. 이 회사는 18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148만 달러를 투자할 것입니다.
Jasmine Universe, LLC는 전자 콘솔 및 관련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홈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는 새로운 첨단 기술 회사이며 무역 채널(유틸리티/에너지 시장)을 통해 판매할 것이며 무역
시장을 통해 개발되고 성공적으로 출시 이후에 소비자 시장으로의 진입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품의 도입은 밀접 스마트 그리드 기술의 진보와 함께 정렬됩니다. Jasmine은 17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273,400 달러를 투자할 것입니다.
Polynova Cardiovascular, Inc. 는 처음 합성 생체 재료를 사용하여 대동맥 협착증의 치료를 위한
인공 심장 판막을 개발하는 신규 의료 기기 제조 업체입니다. Polynova 독점 합성 생체 재료를
사용하여 FDA 클래스 III 장치를 생산 할 예정입니다. 이 회사는 Stony Brook 대학교에서 진행된
연구에 기반하여 기술을 상용화하고 있으며 이 제품을 위한 글로벌 시장에서 회사는 수십억
달러를 만들 것입니다. Polynova Cardiovascular은 17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314,000 달러를
투자할 것입니다.
상원 의원 John Flanagan은 “우리 주의 성장과 성공을 통해 기업들을 도와서, START-UP 뉴욕은 우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일자리를 만드는데 지속적으로 중요한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
캠퍼스를 둘러싸고 있는 지역에서 그 성장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은 우리 지역의 젊은이들에게 취업
기회를 촉진하고 우리의 주를 유지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저는 우리의 지역 사회와
주의 경제 미래를 위해 투자하기로 한 결정을 한 기업들에 감사 드립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원 의원 Steve Englebright은 “Start-up 뉴욕의 일자리 창출 약속은 우리의 Stony Brook 대학
지역사회에 뿌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대학들이 뉴욕의 경제 성장에 중요하며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혁신의 출발절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Suffolk 카운티 경영자 Steve Bellone는 “Suffolk 카운티에 일자리와 주민을 위한 기회를 가져오는
새로운 기업들을 환영하는 것은 엄청난 기쁨입니다. 그러나, 이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뛰어난 재원들을 포함하여 전국에서 사업을 시작하고 성장시키기 위한 최고의 자원의 일부를
가지고 있으며 START-UP NY은 기업들이 현재의 글로벌 경제에서 성공하기 위한 인프라에 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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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접근을 가능하게 하여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 올렸습니다. 저는 진정한 기업가 주지사가 되어
뉴욕의 투자와 성장을 격려하는 Cuomo 주지사에게 박수를 보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Brookhaven 타운 관리자 Ed Romaine은 “이러한 사업에 투자 발표는 우리 지역에 경제를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좋은 소식입니다. SUNY Stony Brook은 국가적 연구 자산이며, 이 자금은 성장 여기
Brookhaven 회사가 성장하도록 도움이 됩니다. 저는 START-UP NY의 작업과 주지사 사무실이 Long
Island의 경제를 개선하기 위해 애쓰는 것에 감사 드립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START-UP NY 소개
START-UP NY는 뉴욕주 전역, 특히 뉴욕주 북부 지역에서 기업가 정신과 일자리 창출을
가속화하려고 합니다. State University of New York(SUNY) 캠퍼스 시스템, City University of New
York(CUNY) 및 사립대학 공동체는 전세계에서 첨단 기술 및 기타 신흥 기업, 벤처 자본, 신규 사업체
및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START-UP NY 프로그램의 기반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의거 기업들은 적격 캠퍼스 및 공간에서 10년 동안 완전 면세 혜택을 누립니다.
기업들은 고등교육 기관들과 제휴하여 업계 전문가 및 첨단 연구 실험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START-UP NY에 의거 관심 있는 대학 및 대학교는 자신이 면세 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 제안하는
프로그램과 공간을 위한 목표와 자신이 이 이니셔티브를 통해 유치하려는 비즈니스와 산업의
타입을 식별하는 캠퍼스 계획을 수립합니다. SUNY를 포함하여 공립 대학 및 대학교는 자신의
계획을 30일 코멘트 기간 동안 커뮤니티 이해관계자들에게 제공한 후에 계획을 ESD에 제출하면
ESD는 최종 승인 및 면세 지역 지정을 위해 SUNY 총장과 협의하여 계획을 검토합니다. CUNY 계획도
30일 코멘트 기간 후에 ESD에 의해 검토 및 승인됩니다. 사립 학교가 제출한 계획은 ESD가
검토하여 최종 승인 및 면세 지역 지정을 위해 START-UP NY 승인 위원회에 회부됩니다.
학교가 START-UP NY에 들어오면 관심 있는 기업들이 후원 대학 또는 대학교를 통해 이 프로그램에
지원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후원 대학 또는 대학교와 ESD에 의한 지원서의 철저하고 종합적인
검토 후에 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승인 기업들은 10년간 100% 면세로 조업하며 주 소득세, 주
또는 지역 사업세 또는 법인세, 판매세, 재산세 또는 프랜차이즈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까지 57개 학교가 START-UP NY을 위해 승인되었으며, 신규 또는 확장 기업들이 캠퍼스 내 또는
인근에서 조업할 수 있도록 310여개의 면세 지역이 설정되었습니다. 각 학교의 승인된 START-UP
NY 계획은 www.startup-ny.com에서 입수할 수 있습니다.
START-UP NY은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조항들을 포함합니다. 기업은 ESD에 증명서를 제출할
것이 요구되는 데, 증명서 위조는 중범죄입니다. 이 법안에는 관련 기관 간에 일자리를 이동하거나
회사가 단순히 새로운 이름으로 재합병하여 기존 직원들이 새 일자리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옷갈아입기” 등의 부정을 막는 엄격한 규정을 포함합니다. 또한 START-UP NY는 내부 거래와 이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합니다. 사기의 경우, 뉴욕주는 해당 기업에 부여한 혜택을
환수할 권한이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목표 달성 등 이 프로그램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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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이 줄어들거나 이러한 혜택을 일정 기간 동안 받지 못하거나 영원히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ESD는 일자리 창출 및 유지 여부를 확인하고 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은 기업들의 참여를
종식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ESD는 일반인이 이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종합 연례 보고서를 발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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