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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39개의 추가 회사들이 START-UP NY에 참여하고, 817개의 신규 

일자리를 약속했다고 발표 

 

이 프로그램은 총 202개 업체를 유치했으며, 뉴욕주에서 최소 4,490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2억 5,100만 달러 이상의 투자를 약속함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39개 업체가 START-UP NY에 참여했으며, 주 전역의 

칼리지 및 대학교와 연계된 혁신적 조세 감면 프로그램을 통해서 뉴욕주로 사업을 

확장하거나 이전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39개 업체들은 향후 5개년에 걸쳐 주 

전역에서 817개의 신규 일차리를 창출하고, 3,0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제 START-UP NY은 뉴욕주 전역에 걸쳐 향후 3개년 내지 5개년에 걸쳐 

최소 4,490개의 신규 일차리를 창출하고, 2억 5,1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기로 202개 

회사들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비전 있는 목표를 구비한 회사들을 

우리 주 전역으로 계속 유치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사회를 활성화함에 있어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혁신적 회사들을 우리의 세계 수준의 칼리지 및 대학교들과 

협력시키는 이 특유한 모델은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뿐만 아니라, 지역의 성장을 

자극하기 위해서 수백만 달러의 민간 투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START-UP NY에 따라 엠파이어 스테이트로 사업을 확장하거나 이전하는 업체들은 핵심 

산업들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며, 여기에는 생체의학 연구, 바이오 기술, 제조 및 선진 

제조 기법, 연구 및 개발, 소프트웨어 개발, 정보 기술, 항공 서비스, 인터넷 퍼블리싱, 

하이 테크, 지역 본사, 의료 기기 연구 및 개발, 엔지니어링 본사, 그리고 이미징, 광학 및 

멀티미디어가 포함됩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 사장, CEO 겸 커미셔너 Howard Zemsky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START-UP NY은 유휴 공간을 신규 일자리 기회가 번성하는 지역으로 

변모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고등 교육 시스템의 풍부한 지적 자원을 활용하고, 

사업체들을 칼리지 및 대학교들과 협력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39개의 새로운 

회사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오늘의 발표는 이 모델이 성공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START-UP NY이 가장 우수하고 총명한 업체들 중 일부가 뉴욕주에서 그들의 

사업을 성공시키도록 유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더욱 증명해줍니다.” 

 

오늘 발표된 39개 회사들은 다음과 같은 뉴욕주 칼리지 및 대학교들로부터 후원을 

받습니다. Alfred State College, Binghamton University, Clinton Community College, 



Dutchess County Community College, Farmingdale State College, Fulton-Montgomery 
Community College, Hudson Valley Community College, Jamestown Community 
College, Long Island University, Medgar Evers College (CUNY), New York University, 
Orange County Community College, Plattsburgh State University, Schenectady County 
Community College, SUNY Downstate Medical Center, SUNY Oswego, Ulster 

Community College, University at Albany, University at Buffalo, 그리고 Villa Maria 

College.  
 

SUNY 총장 Nancy L. Zimph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한지 단지 2개년 만에 

START-UP NY은 우리 주의 경제를 위해서 현저한 혜택을 만들어냈으며, 이와 동시에 

한편으로는 SUNY에 새로운 민간 협력업체들을 데리고 오고, 우리의 교수진과 학생들을 

위해서 학문적 혜택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SUNY는 현재까지 대략 90%의 프로그램 

혜택을 창출하면서, START-UP NY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경제적 개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새로운 사업 

파트너들을 캠퍼스에 오도록 환영하는 SUNY 칼리지 및 대학교들 각각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Commission on Independent Colleges and Universities 회장 Laura L. Angli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START-UP NY은 뉴욕주의 경제 지형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비영리 사립 칼리지 및 대학교들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가적인 뉴욕 

주민들을 위한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체들을 유치함에 있어서 강력한 

파트너들입니다.”  

 

다음 업체들이 START-UP NY에 참여했습니다. 

 

 AccuTheranostics, Inc. 
 

 Anchor ID Inc. 
 

 Applied Biological Laboratories Inc. 
 

 Aurora Innovations, Inc. 
 

 Beekman 1802, LLC 
 

 Belvac Production Machinery 
 

 Carmera, Inc. 
 

 Cell-nique Corp. 
 

 Certerra Inc. 
 

 ChannelEyes Corporation 
 

 CleanSlate Technologies, Inc. 
 



 Concarlo Holdings, LLC 
 

 DAR Enterprises LLC 
 

 Dumbstruck, Inc. 
 

 Elodina Inc. 
 

 eParel, LLC 
 

 FlightLevel Dutchess, LLC 
 

 GCLIPROW INC. 
 

 i3 Assemblies Inc. 
 

 iActEx, LLC dba Op-Smart 
 

 Insum Solutions Corp. 
 

 Mair Magaw Information Systems LLC 
 

 Mishki, Inc. (FINDMINE이란 이름으로 사업 수행) 

 

 New Flyer of America Inc. 
 

 New York Huaqi Bioengineering, LLC 
 

 Nowigence Inc. 
 

 Pisa Biopharm Inc. 
 

 Prelco US Inc. 
 

 Rebel One Studios, LLC 
 

 Regulus Energy, LLC 
 

 RMP Logic LLC (M.E.D.X란 이름으로 사업 수행) 

 

 sCube Inc. 
 

 SimplyTel, LLC 
 

 Snow Dragon Corp. 
 

 Soliddd Corp. 
 



 SparkShoppe, LTD. 
 

 Up Homes 
 

 U Media Corporation (Fandoozy.com이란 이름으로 사업 수행) 

 

 XchangeWorx, Inc. 
 
 

University at Buffalo – 213개의 신규 일자리 

iActEx, LLC(Op-Smart란 이름으로 사업 수행)는 공급망 내에서 공급업체들, 제조업체들, 

배송 서비스 제공자들 및 소비자들을 위해서 통합된 운영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초기 

단계의 정보 기술 회사입니다. iActEx, LLC의 소프트웨어 플랫폼은 클라이언트 제조 

시설들에 있는 모든 장비로부터 데이터 수집을 용이하게 해주고, 공급망 전역에 걸쳐 

효율적 운영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관리해줍니다. 이 회사는 

148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830,000달러를 투자할 것입니다. 

 

AccuTheranostics, Inc.는 UB Biosciences 인큐베이터를 졸업한 기존의 초기 단계 

바이오 기술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환자를 치료하기도 전에 해당 환자의 고유한 암을 

치료하기에 가장 효과적인 약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연구실에서 환자 

자신의 종양 세포를 사용하는 전문화된 화학 요법 민감/화학 요법 저항 어세이(assay)를 

개발해왔습니다. 이 회사는 1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3,650,000달러를 투자할 

것입니다. 

 

CleanSlate Technologies, Inc.는 뉴욕주에 새로 온 회사이며, UV 라이트를 이용해서 

헬스케어 분야의 휴대용 전자제품을 위생처리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의료 기기의 설계, 

조립, 판매, 서비스 제공 및 유통에 종사합니다. CleanSlate는 미국 시장에 더 잘 

접근하기 위해서 버펄로에 미국 본사를 설치할 것입니다. 이 회사는 26개의 완전히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185,000달러를 투자할 것입니다. 

 

GCLIPROW Inc.는 기존의 뉴욕주 회사이며, 현재 보트 클럽과 그 회원들에게 판매하기 

위해서 자사가 제조한 독점 특허 제품의 데모 제품을 진행 중입니다. 2013년에 

버펄로에서 설립된 이 회사는 노를 젓는 사람이 자신의 슈즈 내에서 완전히 안정성을 

즐길 수 있게 해주는 동시에 비상 시에는 안전하게 이탈할 수 있게 해주는 Quick Release 

Rowing Shoe System을 생산합니다. 이 회사는 5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95,000달러를 투자할 것입니다. 

 

Rebel One Studios, LLC는 단독으로 고객들을 위해서 고화질의 2-D 또는 3-D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으면서, 주로 애니메이션 및 데모 동영상에 

중점을 두고 있는 초기 단계의 애니메이션 제작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6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90,000달러를 투자할 것입니다. 

 

Regulus Energy, LLC는 토나완다에 있는 기존의 대체 에너지 엔지니어링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공급 원료(즉, 지역의 토양 쓰레기, 나무, 곡물, 천연 가스 등)에 기초하는 

탄소를 이용해서, 완제품 연료 또는 전기로 전환시키는 생산 플랜트를 설계 및 



시운전합니다. 이 회사는 높은 산출량과 효율성을 갖추고, 사업 운영과 자본 투자 

모두에서 저비용을 달성하는 검증된 선진 가스화 기술을 사용합니다. 이 회사는 8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96,000달러를 투자할 것입니다. 

 

RMP Logic, LLC는 기존의 정보 기술 회사이며, 현재는 임상 업무 흐름과 환자 치료 

성과를 향상시키도록 돕기 위해서 보호되는 건강 정보를 피어 투 피어 방식으로 

안전하게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인 “Mobile Encrypted Data Xchange (M.E.D.X)”를 

개발해서 마케팅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 회사는 2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69,500달러를 투자할 것입니다. 

 

U Media Corporation(Fandoozy.com이란 이름으로 사업 수행)은 경쟁적인 대화에 

중점을 둔 스포츠에 특화된 소셜 미디어 포털인 Fandoozy.com이라 불리는 웹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중인 신생 업체입니다. 이 앱은 스포츠 팬들과 전문가들이 최신의 

스포츠 사항을 논쟁할 수 있는 독점적인 점수 체계의 토론 플랫폼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 

회사는 8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100,000달러를 투자할 것입니다. 

 

Binghamton University – 140개의 신규 일자리 

i3 Assemblies Inc.는 프로토타입부터 대량 생산에 이르기까지 완비된 시스템 빌드 및 

테스팅을 제공하기 위한 제조 솔루션을 구비한 통합된 선진적 공정 및 제품 개발을 

제공하는 신생 제조 회사입니다. i3 Assemblies의 제품들은 생명 구조 의료 진단/이미징 

기기, 최첨단 우주 탐험 및 위성 기술에서 사용되는 전자 구성품이며, 이러한 전자 

구성품은 전 세계에 걸쳐 최종 사용 제품에 설치될 것입니다. 이 회사는 14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820만 달러를 투자할 것입니다. 

 

Schenectady County Community College – 58개의 신규 일자리 

Beekman 1802, LLC는 뉴욕주에 있는 기존의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소비자 제품, 

콘텐츠 및 이벤트 제작 회사이며,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기 위해서 우수한 

브랜드의 명품과 계절용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2008년에 쇼하리 카운티 샤론 

스프링스에서 설립된 이 회사는 주로 지역 농장, 식품 생산자 및 장인들로부터 원료를 

조달하며, Beekman 1802 브랜드를 사용해서 자사의 제품, 출판물, 프로그래밍 및 

이벤트를 판촉합니다. 이 회사는 스키넥터디에 본사를 설치하면서 확장할 것입니다. 이 

회사는 25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25,000달러를 투자할 것입니다. 

 

Dumbstruck, Inc.는 올버니에 있는 기존의 정보 기술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개척적 

기술은 콘텐츠 제작자들이 그들의 콘텐츠에 대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감정적인 반응 데이터가 얼굴 표정으로부터 식별되어서, 

인공지능 대시보드에 표시되며, 이 대시보드는 조치 가능한 통찰력을 만들어서 

제공해줍니다. 이 회사는 2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29,000달러를 투자할 것입니다. 

 

sCube Inc.는 스마트한 커넥티드 제품을 위한 애플리케이션들을 만들고, 인터넷상에서 

일상의 사항들에 관해서 연결하고, 구축하며, 분석하고, 경험하며, 협업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사물 인터넷을 위한 제품들을 개발하는 기존의 기술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운영 경비를 줄이고, 투자에 따른 성과를 증가시키는 기술 솔루션들로 자사의 

고객들을 돕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sCube는 스키넥터디에 있는 NY Biz lab으로 



이전할 것입니다. 이 회사는 13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63,000달러를 투자할 

것입니다. 

 

Orange County Community College – 53개의 신규 일자리 

Aurora innovations, Inc.는 오리건주 유진에 기반들 둔 국가적인 유기농 가든 용품 

제조사 겸 유통사이며, 뉴욕주에는 새로 온 회사인데, 미드 허드슨 지역에 새로운 미국 

동부 지역 제조 및 유통 시설을 개장할 것입니다. 이 회사는 53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약 470만 달러를 투자할 것입니다. 

 

University at Albany – 50개의 신규 일자리 

Nowigence, Inc.는 자사의 비즈니스 고객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그들의 전략적 계획 

수립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웹에서 자동으로 정보를 포착해서, 해당 정보를 고도로 이용 

가능하고 구조화된 솔루션으로 구성하는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기존의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입니다. Nowigence는 매일 발표되는 거의 3백만 건의 뉴스 기사로부터 전 세계 

정보를 수집한 다음, 진보된 NLP(자연어 프로그래밍) 및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각각의 

고객을 위해 맞춤 설정된 관련성 높은 정보를 정리해서 전달하는 자사의 독점적인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개발해왔습니다. 이 회사는 11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292,000 달러를 투자할 것입니다. 

 

Pisa Biopharm Inc.는 멕시코 최대의 헬스케어 그룹인 Grupo Pisa를 위해서 미국 및 

캐나다 고객 관계를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존 업체입니다. 이 회사는 소독된 주사 가능 

의약품 및 의료 기기 상품(PiSA 브랜드)에 대한 기술 지원, 품질 보증 및 연구실 테스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뉴욕주에서 사업을 확장할 것입니다. 이 회사는 1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522,000달러를 투자할 것입니다. 

 

SparkShoppe, Ltd.는 인터넷, 소셜 미디어 및 그 밖의 웹 기반 플랫폼들을 통해서 

쇼핑객 마케팅 전략을 제공하기 위해서 데이터 분석 및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는 새로운 

정보 기술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국내 및 해외의 대형 소비자 브랜드들과의 확립된 

관계를 통해서 제품 이동을 증대시키기 위해 소매 잡화점 및 그 밖의 산업 체인들에 

이러한 전략을 제공합니다. 이 회사는 6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32,000달러를 

투자할 것입니다. 

 

XchangeWorx, Inc.는 모든 헬스케어 이벤트를 파악해서, 복잡한 이벤트들을 환자 

보호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협력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 절차에 배치시키는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개발해온 뉴욕주의 기존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23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430,000 달러를 투자할 것입니다. 

 

New York University – 45개의 신규 일자리 

Carmera, Inc.는 구축된 환경에 관해서 고해상도 맵핑 데이터 및 가치 있는 통찰을 

개발하기 위해서 모바일 센터, 컴퓨터 비전 및 3D 처리 기술을 활용하는 기존의 초기 

단계 회사입니다. Carmera의 과업은 도심 거리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가장 최신의 이용 

가능한 시각적 데이터베이스를 유지 및 관리함으로써 도시가 보다 좋게 운영되고, 더욱 

자동화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 회사는 5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225,000달러를 

투자할 것입니다. 



 

Elodina, Inc.는 기존의 시스템으로 빅데이터 오픈 소스 기술을 이용하기 쉽게 만드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존의 형성 단계에 있는 정보 기술 업체입니다. Elodina 플랫폼은 

기술 중립적이며, 사업장, 사적 데이터 센터 또는 관리형 데이터 센터에서, 또는 공공 

클라우드 제공사를 통해서 구현될 수 있습니다. 이 회사는 26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37,700달러를 투자할 것입니다. 

 

Mishki, Inc.는 소매상들을 위해서 독점적 서비스 소프트웨어인 FINDMINE을 구축하고 

있는 기존의 형성 단계에 있는 회사입니다. FINDMINE은 머천다이저들이 알고리듬으로 

만들어지거나 다른 사용자들에 의해서 수동으로 만들어진 세트들을 검토하고 승인할 수 

있는 광범위한 도구들을 제공하지만, 경쟁사들의 제품은 머천다이저들이 각각의 고객이 

보게되는 것에 개입하거나 이를 수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 회사의 기술은 

마케터들과 머천다이저들이 고객 행동에 의존하기 보다는, 그들의 제품을 이용하는 

고객들을 예상하는 방법을 포착함으로써, 소매상들이 보게 되는 사항을 그들의 

알고리듬에 대한 입력 정보로 이용합니다. 이 회사는 14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69,000달러를 투자할 것입니다. 

 

Hudson Valley Community College – 47개의 신규 일자리 

Cell-nique Corporation은 코네티컷에 있는 그 본사를 뉴욕주로 이전하는 새로운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유기농 음료부터 알레르기 우려가 없는 베이킹 믹스에 

이르기까지 10개의 서로 다른 식품 및 음료 브랜드를 주로 생산합니다. 이 회사는 18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300,000달러를 투자할 것입니다. 

 

ChannelEyes Corporation은 트로이에 있는 기존의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벤더들이 그들의 협력사들과 연결하기 위한 채널 액셀러레이션 플랫폼을 

만들어왔습니다. 이 플랫폼은 향상된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새로운 관여 방식, 그리고 

협력사 충성도 및 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고안되고, 수십 가지 목적으로 구축된 채널 

모듈들을 추진합니다. 이 회사는 18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50,000달러를 투자할 

것입니다. 

 

SimplyTel, LLC는 돌보는 사람들이 집에 혼자 사는 노인 친척과 연락하고, 원격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설계하고 제조하는 신규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센서 지향 하드웨어(전화와 유사한 기기) 및 돌보는 사람 위주의 모바일 

플랫폼(iOS 및 Android 소프트웨어 앱)은 미국과 캐나다 양국에서 유통될 예정입니다. 이 

회사는 11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400,000달러를 투자할 것입니다. 

 

Fulton-Montgomery Community College – 32개의 신규 일자리 

Mair Magaw Information Systems, LLC는 뉴욕에 있는 기존의 지구 과학 기술 

회사입니다. 제품을 개발하고, 인도, 뉴욕 및 캘리포니아에 있는 사업 협력관계를 

구축하면서 1년을 보낸 이 초기 단계 회사는 이제 사업 운영을 확립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회사는 인도에서 몬순의 강도, 시기 및 분포를 예측하고, 필요한 지역에 건강하고 

신선한 식품을 전달하기 위한 배포 계획을 마련하며, 특히 위기 시에 비상 구호를 

제공하는 조직들로부터 제공되는 식품과 구급품을 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조직들을 

위해 사람들의 이동을 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왔습니다. 이 회사는 32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1,187,600달러를 투자할 것입니다. 

 
 

Jamestown Community College – 31개의 신규 일자리 

New Flyer of America Inc.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선도적인 해비듀티 버스 제조사이며, 

뉴욕주에는 새로 오는 회사입니다. New Flyer는 최초의 저상 버스, 최초의 디젤 전기 

버스 등 새로운 지평을 여는 것으로 유명하며, 가장 최근에는 세계 최초로 배출가스 

제로인 수소연료전지 차량을 발표했습니다. 이 회사는 제임스타운에서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며, 31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1,598,000달러를 투자할 것입니다. 

 

Long Island University – 24개의 신규 일자리 

eParel, LLC는 호텔 및 환대 업계가 직원들의 닳은 유니품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웹 기반 기술 플랫폼을 시험하는 단계에 있는 신규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계약 방식으로 플랫폼을 이용하도록 호텔, 레스토랑 및 케이터링 

회사들에 자사의 플랫폼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 플랫폼은 유니폼의 주문, 세탁 및 배포에 

필요한 사항을 제거함으로써 자사의 고객들에게 시간과 돈을 절감시켜주도록 

고안되었습니다. eParel은 24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Clinton Community College – 17개의 신규 일자리 

Prelco U.S. Inc.는 캐나다 회사의 미국 지점을 개설하면서 뉴욕주에 새로 오는 회사이며, 

여가용 보트, 버스 및 열차 등과 같이, 차량(자동차, 트럭 등) 이외의 운송 수단을 위한 

철제 윈도우 및 도어를 제조합니다. 이 회사는 17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425,000달러를 투자할 것입니다. 

 

Medgar Evers College (CUNY) – 16개의 신규 일자리 

Soliddd Corp.은 형성 단계에 있는 기술 회사이며, 특별한 헤드기어 또는 글래스 없이 

3D 이미징(“오토스테레오”로 알려짐)을 제공하기 위해서 특허 절차가 진행 중인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미지들을 여러 형식으로 된 가상 현실 및 오토스테레오 

3D로 변환하는 소프트웨어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16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380만 달러를 투자할 것입니다. 

 

Plattsburgh State University – 16개의 신규 일자리 

Insum Solutions Corp.은 몬트리올에 본사를 둔 정보 기술 회사인데, 뉴욕주로 사업을 

확장할 것입니다. 이 회사는 북아메리카 고객들에게 Oracle 애플리케이션들의 개발에 

대한 전문적 서비스들을 제공합니다. 이 회사는 16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55,000달러를 투자할 것입니다. 

 

Ulster Community College –22개의 신규 일자리 

Anchor ID, Inc.는 기존의 초기 단계 정보 기술 회사이며, 대기업들과 중소 사업체들을 

위해서 다중 요소의 인증 플랫폼을 개발해왔습니다. Anchor ID의 플랫폼은 기업 컴퓨터 

시스템에 대해 암호를 제거하고, 더 나은 사용자 경험과 높은 컴플라이언스를 

제공합니다. 이 회사는 15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75,000달러를 투자할 것입니다. 

 

Up Homes는 형성 단계에 있는 회사이며, 현대적이고, 에너지 효율적이며, 맞춤 제작 



되는 모듈식 주택을 설계, 제조 및 판매할 것입니다. Up Homes는 아직 대처되지 않고 

있는 틈새 시장을 확인했으며, 이는 국가적인 주택 제작 기준에 맞추어 설계된 적정 

가격의 현대적인 친환경 주택입니다. 이 회사는 7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575,000달러를 투자할 것입니다. 

 

Villa Maria College – 12개의 신규 일자리 

DAR Enterprises, LLC는 스토리가 공유될 수 있는 온라인 소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증강 현실 및 가상 현실을 이용하는 새로운 멀티미디어 회사입니다. 사용자들은 이 

기술을 이용해서 보여질 수 있는 표현을 만들기 위해서 협업 공간에서 다른 사용자들과 

연결합니다. 이 회사는 12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79,000달러를 투자할 것입니다. 

 

SUNY Downstate Medical Center – 20개의 신규 일자리 

Concarlo Holding, LLC는 새로운 초기 단계의 약품 개발 회사이며, ER/PR+ HER2 

양성으로 분류된 유방암 환자들을 위한 새로운 치료 방법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기술은 임상적으로 성공 가능한 합성물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단계의 개발 및 

테스트를 거친 펩티드(하나의 체인으로 묶여진 두 개 이상의 아미노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계약을 통해서 연구 기관들과 조사를 위한 약물 테스트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Concarlo Holding은 6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115,000달러를 투자할 

것입니다. 

 

New York Huaqi Bioengineering은 새로 설립된 생물 의학 연구 회사이며, 임상용 간 

조직 섬유를 배양하고 수정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을 개발 중입니다. 이 회사는 5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240,000달러를 투자할 것입니다. 

 

Applied Biological Laboratories Inc.는 초기 단계의 바이오테크 회사이며, 공기 

중에서 발생해서 흡입되는 주요한 병원균 및 알레르겐의 감염, 알레르기 반응 및 기타 

부정적 효과를 억제하고, 한편으로는 인체의 자연 방어력을 증강시키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자연 물질에 대한 연구, 개발, 제조 및 배포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9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330,000달러를 투자할 것입니다. 

 

Dutchess County Community College – 7개의 신규 일자리 

FlightLevel Dutchess, LLC는 뉴욕주에 있는 기존의 항공 서비스 회사이며, 더치스 

카운티 공항에서 Fixed Base Operations(“FBO”)를 소유 및 운영합니다. 이 회사는 항공 

연료를 판매하고, 항공기의 파킹 및 보관을 위한 행거 및 램프 공간을 관리 및 임대합니다. 

FlightLevel은 기존의 소형 고정익 항공기에 대해서 FAA 인증 A & P 기술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 공항에 항공기 유지관리 사업 운영을 개시하고, Dutchess 

Community College와 협력관계를 진행함으로써 사업을 확장할 것입니다. 이 회사는 

7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310,000달러를 투자할 것입니다. 

 

SUNY Oswego – 7개의 신규 일자리 

Snow Dragon Corp.은 그 모회사인 중국의 Cein Biotechnology Ltd. Co.의 미국 지점이 

되어 뉴욕주에 새로 오는 회사입니다. Cein은 뱅킹, 소매, 교육, 의료 및 보안 산업에서 

광범위한 적용 기회가 있는 인증 기술로서 사람의 손가락에 있는 정맥 구조를 스캔하고 

분석하기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술을 개발해왔습니다. Snow Dragon은 서구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 2세대 스캐닝 및 분석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이 

회사는 7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80,000달러를 투자할 것입니다. 

 

Alfred State College - 5개의 신규 일자리 

Belvac Production Machinery, Inc.는 다른 산업의 세라믹 장치에 사용하기 위해서 

금속 음료캔을 만들기 위한 세라믹 도구를 제조할 것입니다. Belvac은 진보된 세라믹 

제품의 제조로 사업을 확장할 것입니다. 이 회사는 5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1,025,000달러를 투자할 것입니다. 

 

Farmingdale State College - 2개의 신규 일자리 

Certerra Inc.는 신경 과학에서 약물 발견을 위해 전체 뇌에 대해 신경 활성도를 진단하는 

독점적인 PharmacomapTM 방식을 사용하는 바이오 기술 회사입니다. PharmacomapTM 

방식은 신경 발달 장애, 정신 의학 장애 및 신경 퇴행 장애를 포함해서, 광범위한 두뇌 

장애를 위해 개발되고 있는 새로운 합성물의 검사를 위해서 적용 가능함은 물론이고, 

기존 약물의 목적을 재설정하기 위해서도 이용 가능합니다. Certerra는 2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500,000달러를 투자할 것입니다. 

 

START-UP NY 소개 

START-UP NY는 뉴욕주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10년 동안 100% 

면세로 사업함으로써 주 소득세, 주 또는 지방의 사업세 또는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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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0만 평방피트가 넘는 면세 구역에 해당하는 600곳의 면세 지역을 두고 81개 학교가 

START-UP NY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칼리지 및 대학교의 승인된 START-UP NY 

계획은 www.startup.ny.gov에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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