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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뉴욕에서 세계적 수준의 생명과학 클러스터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6억 5,000만 달러 규모의 획기적 계획 발표 

 

이 계획은 연구 및 개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생명과학 회사들에게 자본,  

운영 지원 및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함  

 

주 전역의 45개 칼리지 및 대학교에서 320만 평방피트 이상의 혁신 공간 및 1,100에이커 

이상의 개발 가능 토지가 면세로 제공됨 

 

새로운 프로그램들은 뉴욕의 생명과학 분야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연구 인재 및 

기업가적 인재를 개발하는데 도움을 줄 것임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에서 새로운 세계적 수준의 생명과학 연구 

클러스터에 박차를 가하고, 아울러 이 연구를 상업화하고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는 주 

정부의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획기적이고 새로운 6억 5,000만 달러 규모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다면적인 계획에는 신규 및 기존 생명과학 회사들에 대한 2억 5,000만 

달러의 세금 공제, 웨트 랩(wet-lab) 및 혁신 공간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2억 

달러의 주 정부 자본 보조금, 초기 단계 생명과학 계획들을 위한 1억 달러의 자본 투자와 

아울러, 운영 지원을 위해서 민간 부문 파트너십으로부터 이에 대응해서 제공되는 최소 

1억 달러의 추가적인 투자가 포함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생명과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유력 집단이 

될 수 있는 특유한 입지를 가지고 있으며, 이 획기적인 계획은 우리의 무한한 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투자를 하고, 프로그램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인재를 

유치하고, 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부터 신흥 생명과학 회사들이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공간의 제공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장애물을 철폐하고, 산업이 

모멘텀을 갖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제, 엠파이어 스테이트는 우리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전 세계에 걸쳐 생명을 구하게될 미래의 발견들의 본고장이 될 좋은 입지를 갖추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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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에서의 진보를 넘어서, 이 계획은 뉴욕을 신흥 제조 기반 

기업들을 끌어들이는 매력적인 곳으로 만들고, 지역 경제를 부흥시키며,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주지사의 생명과학 계획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연구 및 개발을 확대하는 신규 및 기존 생명과학 회사들에 대한 2억 5,000만 달러의 세금 

공제 제공  

뉴욕의 최상급 생명과학 연구 인재를 적극적으로 가로채는 다른 주들과 보다 잘 

경쟁하기 위해서, 우리 주는 초기 단계 및 엔젤 투자자들로부터 이 부문에 더 많은 자본을 

끌어내야 하며, 아울러 생명과학 분야의 기존 및 신규 회사들이 이곳 뉴욕에서 정착하고, 

발명하며, 상업화하고, 생산하는 것이 보다 매력적이게 만들어야 합니다.  

 

주지사의 프로그램에 따라:  

 

 기존 생명과학 업체들은 엑셀시어 세액공제로 연간 1,000만 달러를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게됩니다.  

 

 신규 생명과학 업체들은 자격을 구비한 모든 신규 연구 및 개발 지출에 대해 

15%의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를 받게됩니다. 생명과학 산업의 소규모 업체들은 

20%를 공제받을 자격을 구비할 수 있습니다.  

 

 엔젤 투자자들은 투자자당 최대 250,000달러를 한도로, 그들의 투자액 중 25%의 

공제를 받게됩니다. 

 
 

생명과학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주 정부 자본 보조금 2억 달러를 제공하고 320만 

평방피트 이상의 공간과 1,100에이커 이상의 개발 가능 토지를 면세로 제공 

생명과학에서의 혁신에는 최첨단 연구실 공간, 장비 및 기술이 요구됩니다. 주지사의 

계획에서는 생명과학 종사 기관의 자본적 필요사항을 지원하기 위해서 10년에 걸쳐 2억 

달러를 투자하며, 이는 뉴욕의 웨트 랩과 혁신 공간이 미래 기술의 산실이 되게 만들 

것입니다.  

 

추가로, 적정 가격의 적절한 연구실 공간의 결여는 뉴욕이 생명과학에서 그 잠재력에 

이르는데 대한 장애로 언급되어왔습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주 정부는 주 전역에 



 

 

걸쳐 45개의 칼리지와 대학교에서 320만 평방피트 이상의 혁신 공간과 1,100에이커 

이상의 개발 가능 토지도 면세로 제공할 것입니다. 보조금, 토지 및 공간의 이용 가능성은 

생명과학 연구, 혁신 및 개발을 위해서 필수적인 웨트 랩, 인프라 및 기타 장비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전례없는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이용 가능한 혁신 공간 및 개발 가능 토지의 지역별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여기를 

클릭하세요. 

 

Cuomo 주지사는 2017년 시정연설에서 이러한 노력으로부터 발생하는 새로운 공공-

민간 부문 파트너십을 발표할 것입니다. 

 

초기 단계 생명과학 계획을 위해서 1억 달러의 투자 자본을 제공하고, 이에 상응해서 민간 

부문으로부터도 최소 1억 달러의 자금이 투자됨 

이 부문의 성장을 위한 뉴욕의 약속의 일환으로, 주 정부는 초기 단계 생명과학 회사들을 

위한 1억 달러의 추가적인 투자 자본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간 부문 파트너십 

또한 투자와 운영 지원을 위해서 이에 상응하는 자금의 투자를 약속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총 투자액은 2억 달러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투자 중에는 크게 성공한 43North 혁신 대회를 모델로 한 새로운 생명과학 

경진대회가 포함될 것이고, 이는 이 부문의 성장을 더욱 지원할 것입니다. 뉴욕주는 

분기마다 13주 기간의 지역별 생명과학 경진대회를 주최할 것이며, 여기에서는 획기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신흥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 있는 회사들이 25,000달러의 보조금 

지원을 두고 경쟁하게 됩니다. 그 다음, 분기 수상자 전원이 주 전체적으로 진행되는 

연례적인 생명과학 서밋(Life Sciences Summit)에서 100,000달러가 수여되는 5개의 

상위 기업 상금 중 하나를 두고 경쟁할 것이며, 이 대회는 생명과학 분야의 지속적이고 

공격적인 성장을 위한 다음 단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최상위 연구자들, 상업적 

회사들, 벤처 투자자들 및 정책결정자들을 규합할 것입니다.  

 

생명과학업체의 출범 및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연구 인재 및 기업가적 인재의 개발 

초기 단계의 생명과학 회사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재와 경영 전문지식의 이용이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뉴욕에서 이러한 인재 기반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Cuomo 

주지사는 최신 생명과학 혁신에 대해서 우리의 아카데믹 센터 및 메디컬 스쿨와 함께 

일할 최고급 연구자들을 유치하게 될 프로그램과 파트너십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생명과학 인턴십 프로그램은 뉴욕에 소재한 칼리지 또는 대학교에서 생명과학 

분야에 등록된 재학생들이나 최근의 졸업생들을 제휴 관계에 있는 생명과학 

회사의 유급 인턴십에 배치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서 뉴욕의 공공/민간 아카데믹 

센터들의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할 것입니다.  

 

 최고급 생명과학 연구자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의 학문적 메디컬 칼리지 및 

기타 학문적 프로그램들과 협력하게 될 생명과학 연구자 모집 프로그램.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TaxFreeSpaceforStartUp.pdf


 

 

 

 뉴욕주에서 새로운 회사의 성공과 성장 비율을 증대시키면서, 기업가들과 

혁신가들을 그들의 사업적 결정을 안내하도록 돕게 될 멘토 집단과 연결시켜주게 

될 생명과학 기업자문단.  

 

 최고의 생명과학 연구자들을 유치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뉴욕에서의 생명과학 

연구를 진전시키기 위해 의사들을 임상 연구자로 교육하는 병원들에게 연간 

850만 달러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서, 뉴욕주 보건부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Health) 에서 관리하는 엠파이어 임상 연구 조사자 프로그램과의 

파트너십.  

 
 

주지사의 다면적 접근방식은 업계와 학계 모두로부터 오는 다양한 생명과학 분야의 

지도자들로 구성되는 새로운 생명과학 자문위원회의 안내를 받게 될 것입니다.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주지사의 2017년 시정연설과 함께 발표될 것입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 사장, CEO 겸 커미셔너 Howard Zemsky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선도적인 많은 연구 기관 및 생명과학 클러스터들의 

본고장입니다. Cuomo 주지사의 최신 계획은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고 있는 혁신 

산업 중 하나인 생명과학 분야에 대한 전례 없는 투자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SU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총장 Nancy L. Zimph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SUNY 칼리지 및 대학교는 생명과학에 대한 관심이 매일 증대함에 따라, 광범위한 

분야에 대해서 참여적인 지도, 선진적인 연구 기회, 그리고 체험적인 업무 경험을 

학생들에게 제공합니다. 우리는 이 흥미롭고 새로운 계획을 위해서 최첨단 연구소 공간, 

시설 및 장비를 제공할뿐만 아니라, 우리의 학생들이 생명과학에서의 응용된 학습 

기회들에 대해 갖는 접근성 또한 넓히기 위해서, 뉴욕주 전역에 걸쳐 우리의 정부기관 및 

사업체 파트너들과 협력하기를 고대합니다.” 

 

CUNY (City University of New York) 총장 James B. Millike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UNY의 새로운 전략적 계획은 공공 및 민간 부문 파트너들과의 핵심적 협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흥미로운 생명과학 계획에 대한 Cuomo 주지사의 오늘 발표는 

선도적인 업체들과 협력하고, CUNY 학생들에게 그들의 성공적인 직업 경력을 

개시하도록 도울 소중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많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CUNY 

학생들과 교수진들을 성장하는 생명과학 분야에 연결시키는데 많은 기여를 하게될 이 

투자에 대해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Commission on Independent Colleges and Universities 회장 Laura L. Angli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Cuomo 주지사는 우리 주에서의 경제 개발을 진전시키기 

위해서 또 다시 과감하게 뉴욕의 칼리지 및 대학교의 전문지식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구석구석의 민간 비영리 캠퍼스들이 극히 중요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학생들을 위해서 핵심적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생명과학 회사들과 



 

 

협력할 것입니다.” 

 

Business Council of New York State 회장 겸 CEO인 Heather C. Briccetti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명과학 및 바이오 과학 분야는 우리 주 경제에 핵심적 기여 

분야이며, 우리는 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산업을 위해서 추가 투자를 장려하고, 인재 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조사에 따르면, 생명과학 분야는 

뉴욕주에서 수백만 개의 일자리와 수십억 달러의 급여 중 4분의 1을 차지하며, 현저한 

연방 자금을 창출합니다. 우리는 이 계획을 발표하고, 뉴욕이 다른 주들의 바이오 과학 

투자를 따라 잡고, 이를 능가하도록 보장하는 점에 대해서 주지사께 찬사를 보냅니다.” 

 

Partnership for New York City 회장 Kathryn Wylde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정부 

차원의 생명과학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한 주지사의 결정은 우리의 분석에 의할 

때, 25,000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와 30억 달러가 넘는 추가 경제 활동을 창출하기 위한 

기폭제가 될 것이며, 뉴욕주를 국내의 우수한 상업적 생명과학 중심지로서 캘리포니아 

및 메사추세츠와 동등한 위치에 올려놓을 것입니다.” 

 

Simons Foundation 이사장 James Simon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명과학에 대한 주 

정부의 투자는 커다란 혜택을 줄 것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자금 지원은 우리 경제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과학적 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에 대해서도 모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Yumanity Therapeutics 회장 겸 CEO인 Tony Cole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메사추세츠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집중된 리더십과 자원은 새로운 성장 분야의 개발에 

자원을 제공하고, 이를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최첨단 과학에 대해 이루고 있는 

급속한 진전을 고려할 때, 주 정부의 이번 약속은 일자리를 유치하고, 경제를 성장시키며, 

새로운 과학을 치료에 적용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Roche Pharma 연구 및 초기 개발 부문 임상 개발 담당 글로벌 책임자 Judith Dun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Roche는 뉴욕에 혁신 센터를 설치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이곳을 

혁명적인 과학 및 기술에 의해서 추진되는 생명과학 활동을 위해서 세계적으로 가장 

유망한 장소 중 하나로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임상적 및 상업적 생명과학이 

계속 번성하기를 희망하며, 아울러 주지사의 프로그램이 우수한 산업 허브로서의 뉴욕의 

지위를 가속화시키고, 여기에서 새로이 떠오르는 회사들에 대한 현저한 민간 투자를 

장려하기를 희망합니다.” 

 

Greater New York Hospital Association 회장 Kenneth E. Raske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를 생명과학 산업의 글로벌 리더로 만들기 위한 Cuomo 주지사의 

계획은 뉴욕의 병원 커뮤니티 및 우리가 봉사하는 환자들에 대한 그의 심도 깊은 약속 중 

가장 최근의 모범 사례입니다. 이 중요한 계획은 우리의 세계적 수준의 학문적 메디컬 

센터들과 연구 기관들이 의료적인 돌파구와 치료에 관한 건강 관리 솔루션을 추구함에 

있어서, 이들을 지원할 것입니다. 저는 주지사의 비전과 리더십에 대해 찬사를 보냅니다.” 

 



 

 

Pfizer Worldwide Research & Development 사장 Mikael Dolsten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력한 생명과학 산업 클러스터를 성장시키기 위한 주 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질병 중 일부에 대처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R&D 

생태계를 유지하고 확대하는 것을 도울 것입니다. 주지사의 리더십을 통해서, 학문 기관, 

재단, 정부 기관, 바이오의약 회사 및 의사들이 우리 주의 활기찬 생명과학 부문을 

진전시키기 위해서 함께 참여하도록 초대받고 있습니다. 파트너십, 투자 및 리더십은 

이러한 제안의 중심축들이며, Pfizer는 본사를 뉴욕시에 유지하기로 한 우리의 최근 

결정을 더욱 강화시켜주는 이러한 제안이 진행되는 과정과 그 성공을 지지합니다.”  

 

Cuomo 주지사의 리더십하에서, 뉴욕은 지식 경제에 대해 전례 없는 투자를 해왔습니다. 

지난 5년에 걸쳐, 뉴욕의 고급기술 센터 및 탁월성 센터 프로그램들은 22,396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유지하고, 49억 달러의 경제 효과를 창출하도록 도왔습니다. 

추가로, 초기 단계의 회사들에게 멘토 관계, 공유 시설 및 제품 개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지사의 Innovation Hot Spots 및 뉴욕주 인증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프로그램들은 그 

시행 첫 해에 1억 7,700만 달러가 넘는 경제 효과를 창출했습니다. 제품 및 공정 혁신을 

설계하고 구현하기 위해서 소규모 제조업체들을 지원하는 New York Manufacturing 

Extension Partnership은 20,677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유지하도록 도왔고, 거의 

34억 달러의 경제 효과를 창출했습니다.  

 

아울러, 뉴욕주 보건부의 Wadsworth Center Laboratory의 개척적인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활동하면서, Cuomo 주지사는 (i) 뉴욕주 줄기세포 과학 프로그램을 통해서 

줄기세포 생물학 관련 분야에서 과학적 발견을 진전시키게 될 기초, 응용, 중개 및 기타 

연구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2억 1,6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했고, (ii) 보건 연구 및 

과학 위원회 프로그램을 통해서 유방암 연구 및 교육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서 5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했으며, (iii) 척수 손상 연구 위원회를 통해서 척수 손상 치료책을 찾기 

위한 연구 지원금 2,4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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