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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SPREEMO가가가가 로어로어로어로어 맨해튼에맨해튼에맨해튼에맨해튼에 재입성한다고재입성한다고재입성한다고재입성한다고 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 

 

하루가하루가하루가하루가 다르게다르게다르게다르게 커가는커가는커가는커가는 디지털디지털디지털디지털 헬스케어헬스케어헬스케어헬스케어 플랫폼이플랫폼이플랫폼이플랫폼이 NYC의의의의 활기찬활기찬활기찬활기찬 기술기술기술기술 커뮤니티를커뮤니티를커뮤니티를커뮤니티를 이용하여이용하여이용하여이용하여 95개가개가개가개가 

넘는넘는넘는넘는 신규신규신규신규 일자리를일자리를일자리를일자리를 창출하다창출하다창출하다창출하다 

 

 

뉴욕주는 오늘 뉴저지주 Hoboken에 소재한 업체로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디지털 헬스케어 

창업기업인 Spreemo, LLC가 내년에 로어 맨해튼에 다시 들어와 사세를 확장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회사는 2015년 초 Financial District의 88 Pine Street에 마련된 새로운 본사로 

이전하여 뉴욕에 95개가 넘는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주의 비즈니스 환경을 바꾸는 것이 일차리 창출을 위한 우리의 최우선과제 중 하나였습니다. 현재 

뉴욕 주민들에게 좋은 결과를 제공하기 위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뉴욕시에 재입성하고 이곳에서 인력을 확충하려는 Spreemo의 결정은 지역 경제가 

호전되고 있다는 또 다른 표시입니다. 이처럼 기쁜 발표를 하게끔 도와줄 수 있어서 무척 

기쁩니다.” 

 

“우리는 Spreemo의 미래 발전을 지원하는 일에 함께 하였습니다. Spreemo가 뉴저지에서 로어 

맨해튼으로 이전하면 뉴욕시에 95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기 때문입니다”라고 Empire State 

Development 사장 겸 CEO & 커미셔너인 Kenneth Adams가 말했습니다. “헬스케어와 기술과 같은 

핵심 산업에서 일자리 창출과 비즈니스 성장을 도모하는 일은 Cuomo 주지사와 Greater New York 

City 지역의 최우선과제였습니다.” 

 

2011에 설립된 Spreemo는 가치 중심 및 품질 제일을 표방하는 헬스케어 플랫폼으로, 현재 

산재보험 시장에서 방사선학 서비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품질을 기반으로 한 메트릭스와 예측 

분석으로 거대 기업들과 보험회사들은 보다 알찬 정보를 바탕으로 한 결정을 내리고 산재 

근로자에게 최상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Spreemo는 또한 방사선학에 대한 객관적인 

품질 메트릭스를 구축하고 품질이 궁극적으로 환자 관리와 결과에 영향을 주는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 변형 임상연구를 수행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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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eemo가 헬스케어 산업을 변모시키려 함에 따라 로어 맨해튼은 문제해결 접근방법에 있어서 

기술적으로 요령과 과감성을 갖춘 전문 인재를 찾는 데 상당히 집중하고 있습니다”라고Spreemo의 

CEO이자 공동창업자인 Ron Vianu가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와 같은 업체가 이러한 생태계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뉴욕주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사 이전 장소를 평가할 때 Spreemo는 로어 맨해튼이 새로운 인력 확보를 위한 최상의 인재풀에 

접근할 수 있고 다른 헬스케어 및 디지털 회사와의 협력관계를 맺기에도 유리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회사가 로어 맨해튼에 투자하고 이전할 수 있도록 ESD는 Spreemo에게 10년 동안 

성능 기반 Excelsior Jobs Program Tax Credits에 60만 달러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는 95개 신규 일자리 

창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회사는 신축 본사의 리노베이션 및 준비를 위해 

25만여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고 향후 5년간 연구 개발을 위해 약 115만 달러를 투자할 예정입니다. 

Spreemo는 또한 뉴욕으로 거의 40개의 기존 일자리를 보유 및 재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즉각적인 사세 확장은 비즈니스 모델을 변경하는 데 중점을 두어 다른 주들과 방사선학 

부문을 넘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Spreemo는 임무 수행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면서, 또한 재향군인들과 현지 대학교들과 함께 일자리 교육 기회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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