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년 11월 13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뉴욕 대학교 탠던 공과 대학(NYU TANDON SCHOOL OF 

ENGINEERING)과 함께 퇴역군인들을 위한 480만 달러 규모의 테크 허브의 출범 발표  

  

기업가들을 위한 성공적인 공식을 확장하는 선셋 파크(Sunset Park)의 새로운 퇴역군인 

미래 실험실(Veterans Future Lab)  

  

“탠던을 향한 다리(A Bridge to Tandon)” 석사 학위 예비 프로그램을 위해 전액 장학금을 

퇴역군인들에게 제공하는 공과 대학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 대학교 탠던 공과 대학(NYU Tandon School of 

Engineering)과 함께 미군 퇴역군인들이 설립한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 기업들에 대한 

멘토링 및 지원을 제공하는 기술 스타트업 허브인 퇴역군인 미래 실험실(Veterans 

Future Lab)의 출범을 발표했습니다. 브루클린 워터프론트의 인더스트리 시티(Industry 

City)에 위치하게 되는 퇴역군인 미래 실험실(Veterans Future Lab)은 양질의 보조 창업 

인큐베이터 공간을 제공하여 퇴역군인의 기업가 정신을 발전시키며, 멘토 및 산업계 

리더, 지역사회 행사 및 기타 기업가 정신 관련 서비스 등을 접하도록 하여 초기 단계의 

신생 스타트업 기업들을 발전시킬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의 퇴역군인들은 우리 주와 우리나라를 위해 

엄청난 희생을 치렀습니다. 따라서 이 혁신적인 새로운 프로그램은 우리 고향의 

영웅들을 위해 셀 수 없이 많은 새로운 문을 열어서 오늘날의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그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퇴역군인 미래 실험실(Veterans Future 

Lab)은 우리의 근면한 퇴역군인들에게 첨단 기술 교육을 직접 제공하여 그들이 꿈꾸는 

경력을 추구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 지원, 장기적인 성장 기회 등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뉴욕주는 지역경제개발협의체(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 프로그램의 

제 5회 라운드를 통해 퇴역군인 미래 실험실(Veterans Future Lab)에 100만 달러를 

지급했습니다. 최대한도 내에서, 퇴역군인 미래 실험실(Veterans Future Lab)은 연간 



 

 

최대 성장 단계 회사 15 개의 성장을 돕고, 매년 최대 50 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퇴역군인 미래 실험실(Veterans Future Lab)은 브루클린 소재 선셋 파크 

워터프론트(Sunset Park waterfront)의 인더스트리 시티(Industry City)에 자리 잡을 

예정입니다. 이 기업가를 위한 허브는 입주자 책상, 회의실 등을 제공하며 인더스트리 

시티(Industry City)의 모든 입주자들과 선셋 파크(Sunset Park)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프로토타입 공간이 특징입니다. 뉴욕 대학교 탠던 공대(NYU Tandon) 

교수진, 산업계 리더, 지역사회 행사, 보조금을 받는 사무실 공간 그리고 법률, 마케팅, 

디자인 등과 같은 기업가 정신 관련 특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점을 비롯하여 전통적인 

뉴욕 대학교 탠던 공대 미래 실험실(NYU Tandon Future Lab)의 혜택외에도, 뉴욕 

대학교 탠던 공대(NYU Tandon)는 “탠던을 향한 다리(A Bridge to Tandon)” 프로그램에 

등록한 퇴역군인들에게 전액 장학금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심화 프로그램은 석사 

학위 연구를 위한 비 공학 학위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준비과정입니다. 또한 

바클레이스(Barclays)는 멘토링을 제공하고 비즈니스 경험 및 주제 숙련 능력을 

공유하기 위해 초청 강사로 봉사하는 자사 수석 리더들의 기술과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퇴역군인 미래 실험실(Veterans Future Lab)을 더욱 발전시킬 것입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복무한 용감한 남녀 군인들이 최전방에서 귀향할 경우,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받도록 보장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 퇴역군인들에게 그들의 사업 초기 

단계에서 멘토링과 지원을 제공하는 창업 스타트업 허브를 제공함으로써, 우리는 그들이 

사업을 시작하고 우리의 차기 기업가의 성공 사례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도구로 그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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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ard Zemsky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퇴역군인 공동체가 

뉴욕주의 경제 성장과 성공에 합류할 수 있도록 반드시 보장해야 합니다. 경제적 참여의 

장벽을 제거하고 퇴역군인들을 도구, 자원, 기업가 활동을 위한 공간 등으로 

연결함으로써, 우리는 그들이 용감하게 싸우게 될 미래에 공유하기 위한 기회를 남녀 

군인들에게 다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뉴욕 대학교(NYU)의 Andrew Hamilton 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공동체의 학생, 교수진, 직원, 졸업생 등과 같은 많은 퇴역군인들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이 학문적, 직업적, 개인적인 목표들을 추구할 수 있도록 

그들을 지원하겠다는 강한 공약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퇴역군인 미래 

실험실(Veterans Future Lab) 설립에 매우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뉴욕 

대학교(NYU)의 퇴역군인 지원 프로그램에, 군대의 일원으로 복무를 마친 후 전문적인 

경력 추구를 지원하는 뉴욕 대학교(NYU)의 역동적인 기업가 공동체를 연결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http://engineering.nyu.edu/academics/departments/computer-science-engineering/majors-programs/bridge


 

 

  

뉴욕 대학교 탠던 공대(NYU Tandon)의 연구, 혁신, 기업가 정신 담당 부학장인 Kurt 

Becker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기업가의 기업들과 함께 놀라운 성공을 

거두는 한편, 퇴역군인 미래 실험실(Veterans Future Lab)은 우리와 함께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퇴역군인 미래 실험실(Veterans Future Lab)은 특정 기술 

분야가 아닌 입주자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우리는 퇴역군인들의 특정한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설계하기 위해 퇴역군인들과 직접 협력하게 될 것입니다. 뉴욕주의 지원과 

바클레이스(Barclays)의 협력과 기금 덕분에, 우리는 인더스트리 시티(Industry City) 내의 

새로운 장소로 이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장소에서 우리 구성원들은 이 단지 전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요한 혁신을 접하며 매일 영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09 년에 출범한 미래 실험실(Future Lab)들은 기업들이 1,500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고 5억 5,000만 달러로 추산되는 지역 경제 효과를 유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습니다. 이 최신 미래 실험실(Future Lab)은 또한 시범적인 퇴역군인 기업가 허브의 

확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탠던(Tandon)의 다른 퇴역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Joe Lentol 뉴욕주 하원의원이 후원하는 퇴역군인 및 

군인 배우자들을 위한 10 주 코스의 퇴역군인 기업가 훈련(Veterans Entrepreneurship 

Training, VET) 프로그램입니다. 퇴역군인 기업가 훈련(VET) 프로그램은 초기 단계의 

회사 또는 회사를 위한 아이디어를 가진 퇴역군인들에게 문호가 개방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참가자들은 직접 체험 학습, 멘토링, 최고의 성취 프로젝트 등을 통해 학계 

전문가 및 산업계 리더로부터 배웁니다. 프로그램의 비즈니스 및 기술 교육을 통해, 

참가자들은 자신의 포부를 일자리 기회와 새로운 벤처 기업으로 전환하는 도구를 제공 

받게 됩니다.  

  

Nydia M. Velázquez 연방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방 하원 중소기업 

위원회(House Small Business Committee)의 민주당 최고 위원으로서, 저는 

퇴역군인들이 기업가 정신에 어떻게 잘 적응하는지를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민간인 생활로 돌아가는 용감한 남녀 퇴역군인들이 스스로 사업을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출범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퇴역군인 소유 

기업들에게 혜택을 주는 프로그램들을 위한 추가적인 연방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Thomas Croci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퇴역군인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기회를 위해 너무나 많은 것을 희생해 왔습니다. 그들의 용기 있는 행동을 

위해, 우리는 그들이 자신의 성공적인 미래를 계획하고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돕는 방법에 

대해 반드시 지원해야 하며 창의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퇴역군인 미래 

실험실(Veterans Future Lab)은 이를 단지 수행하는 데 필요한 공간, 도구, 지원책 등을 

통해 퇴역군인들을 도울 예정입니다. 저는 이 중요한 스타트업 프로그램에 대해 

주지사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가 필요한 모든 퇴역군인들에게 참여를 

촉구합니다.”  



 

 

  

Felix W. Ortiz 연방 하원의장 보좌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브루클린 워터프론트의 

인더스트리 시티(Industry City)에 위치하게 되는, 뉴욕 대학교 탠던 공과 대학(NYU 

Tandon School of Engineering)과 함께 기술 스타트업인 퇴역군인 미래 실험실(Veterans 

Future Lab)의 출범에 대해 Cuomo 주지사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는 우리나라를 

위해 계속 복무하고 있는 밝고 용감한 남녀 군인들을 위해 멘토링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남녀 군인들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서비스 및 혁신적인 서비스에 주력하는 

공동체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Joseph Lentol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퇴역군인 기업가 훈련(Veterans 

Entrepreneurship Training) 프로그램을 뉴욕 대학교(NYU)에서 처음 시작했을 때의 꿈은 

언젠가는 전용 공간을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주지사님과 바클레이스(Barclays) 덕분에 

전용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뉴욕 대학교 탠던 공대(NYU Tandon)가 이미 

제공하고 있는 지침은 퇴역군인 미래 실험실(Veterans Future Lab)에서 확장될 

것입니다. 우리 퇴역군인들은 이제 진정으로 성공하는 데 필요한 도구로 그들을 

둘러싸는 전방위적인 서비스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Michael DenDekker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퇴역군인 미래 

실험실(Veterans Future Lab)을 출범시킨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노력의 결과로 발생하게 될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업가 정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퇴역군인들은 뉴욕주의 기술 환경이 성장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퇴역군인 미래 

실험실(Veterans Future Lab)에서 제공하는 멘토링을 통해 많은 혜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브루클린 자치구의 Eric Adams 자치구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퇴역군인 미래 

실험실(Veterans Future Lab)은 우리나라를 위해 일해 온 기업인들의 근면한 혁신 

정신을 활용하여 현재 우리 지역사회를 성장시키기 위한 번영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주정부와 뉴욕 대학교 탠던 공대(NYU Tandon) 사이의 새로운 협력 관계에 박수를 

보냅니다. 저는 이 선셋 파크(Sunset Park) 스타트업 창업 허브에서 모습을 드러내게 될 

퇴역군인 중심의 벤처 기업들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퇴역군인 미래 실험실(Veterans Future Lab)은 현재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는 여기를 클릭하세요.  

  

일반서비스국(Office of General Services) 내에 복무시 장애인이 된 퇴역군인 사업 

개발부(Division of Service-Disabled Veterans' Business Development)를 만든 복무시 

장애인이 된 퇴역군인 소유 기업법(Service-Disabled Veteran-Owned Business Act)은 

2014 년 Cuomo 주지사가 법으로 제정하기 위한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부서는 

뉴욕주의 발주 계약 기회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여 뉴욕주 경제에서 퇴역군인들이 더 큰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퇴역군인 공동체에서 경제적 기회와 개발을 홍보하고, 

http://engineering.nyu.edu/business/future-labs/veteran-support


 

 

뉴욕주 복무시 장애인이 된 퇴역군인 소유 기업(New York State Service-Disabled 

Veteran-Owned Businesses, NYS SDVOB)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일을 합니다. 2014 년 

이후, 계약 기회 규모가 6,300만 달러가 넘는 400 개 이상의 복무시 장애인이 된 

퇴역군인 소유 기업(SDVOB)들이 인증을 받았습니다.  

  

2014 년에 Cuomo 주지사는 지역경제개발협의체(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s)에 퇴역군인의 인력 참여를 홍보하고, 통합 기금 신청(Consolidated Funding 

Application, CFA) 절차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역협의체(Regional Councils)들은 다음과 같이 지역의 퇴역군인 지원 단체들과 

협력했습니다. (i) 퇴역군인들이 뉴욕주 경제 개발 기금에 대해 알도록 만들고, (ii) 

퇴역군인 센터(veterans' center)를 기금으로 후원하며, (iii) 퇴역군인들과 관련된 인력 

목표를 포함하는 통합 기금 신청(CFA) 지원자들을 찾았습니다. 지역협의체(Regional 

Councils)들은 뉴욕 경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퇴역군인의 기술과 리더십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도록 요청받았습니다. 현재 뉴욕주 전 

지역에는 77만 명이 넘는 퇴역군인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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