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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12/16/2015 ANDREW M.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주지사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START-UP NY에에에에 16개개개개 업체가업체가업체가업체가 추가로추가로추가로추가로 가입한가입한가입한가입한 소식소식소식소식 발표발표발표발표 
 

총총총총 157개개개개 업체가업체가업체가업체가 START-UP NY에에에에 가입하여가입하여가입하여가입하여 뉴욕주에서뉴욕주에서뉴욕주에서뉴욕주에서 4,278개의개의개의개의 신규신규신규신규 일자리일자리일자리일자리 창출을창출을창출을창출을 
위해위해위해위해 노력노력노력노력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주 전역의 대학교들과 연계된 면세 지역을 설립하는 

혁신적 프로그램인 START-UP NY의 결과로 추가 16개의 기업이 뉴욕주에서 

확장하거나 뉴욕주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16개의 신규 업체들은 약 

470개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고 향후 5년 동안 뉴욕주 서부, Southern Tier, 뉴욕주 중부, 

뉴욕시, 수도권, Hudson 주변 지역에 대해 4300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Cuomo 주지사는주지사는주지사는주지사는 “START-UP NY는 뉴욕주 전역에서 새로운 기업, 일자리, 민간 투자 

등의 기회를 만들어 뉴욕 경제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Buffalo에서 

Brooklyn에 이르는 지역 경제를 다양화하고 강화하며 뉴욕주가 기업에게 친근한 주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START-UP NY에 가입한 기업들을 환영하며 이들 

기업이 뉴욕주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취업 기회를 마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Empire State Development의의의의 사장사장사장사장 겸겸겸겸 CEO & 장관인장관인장관인장관인 Howard Zemsky: START-UP 

NY에 새로 가입한 16개 업체들은 주요 산업 및 비즈니스 부문에서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달성하고 지역사회에 거액을 투자하는 등의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157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START-UP NY는 뉴욕주에서 성장할 최고의 유망한 

기업들을 지속적으로 유치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뉴욕주 경제를 강화하고 수 천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16개 기업들은 다음 기관의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Binghamton University, 
Cornell University, Columbia-Greene Community College, New York University, 
University at Buffalo, Hudson Valley Community College, SUNY Binghamton, 
Schenectady County Community College, SUNY Downstate Medical Center, Iona 

College, Rockland Community College. START-UP NY에는 총 157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4,278개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고 향후 5년 동안 뉴욕주 전역에서 2억 2500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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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Y 총장총장총장총장 Nancy L. Zimpher: “SUNY는 가장 강력한 경제개발 운동인 Cuomo 

주지사의 START-UP NY 프로그램의 핵심적 멤버로서 활약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기업, 정부, 고등교육 기관 등을 포함한 모든 영역을 활성화하려면 일자리를 

늘리고 기회를 확대하는 것보다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SUNY 가족이 된 새로운 

기업들을 환영하며 학생, 교수진, 지역사회에게 혜택이 될 새로운 파트너십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CICU(Commission on Independent Colleges and Universities)의의의의 Laura L. Anglin 

학장학장학장학장: “START-UP NY는 유능한 인재와 기업들을 다시 뉴욕주 전체의 대학 캠퍼스로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START-UP NY는 혁신적이고 장래성 있는 프로그램이며 이 

프로그램을 성공시키려는 주지사의 노력 덕택에 개인, 비영리 대학 및 지역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혜택과 사회적 혜택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START-UP NY에 가입하여 뉴욕주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이주하려는 농업, 우주선 

제작, 소프트웨어 개발, 생명공학과 하이테크의 연구 및 개발, 생물의학 및 환경연구, 

인터넷 출판, 방송, 웹 검색 포털, 데이터 처리 및 호스팅 등을 포함한 몇 가지 주요 산업 

부문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지사가 발표한 START-UP NY에 가입한 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5GG, Inc. d/b/a Fundabilities.com 

• Abcombi Biosciences, Inc. 

• Buffalo Automation Group, Inc. 

• CortecNet Corporation  

• Daydream.io Corporation 

• EpiBone, Inc. 

• Healthcare Hub, LLC 

• Hudson Valley Fish Farm, Inc. 

• Laboratory Integration Management Services, Inc. 

• Paperspace, Co. 

• Rabt Technologies, Inc. 

• SensAttire, LLC 

• Snowberg Inc. 

• Syncsort Incorporated 

• Ursa Space Systems, Inc. 

• York Analytical Laboratories, Inc. 
 

START-UP NY을 위해 승인된 최근 기업들에 대한 세부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Iona College – 144개의개의개의개의 신규신규신규신규 일자리일자리일자리일자리 

Syncsort Incorporated는 본사를 뉴저지에서 뉴욕의 Mid-Hudson 지역으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이 글로벌 소프트웨어 업체는 Apache Hadoop, Splunk, Apache Spark와 

같이 급성장하는 분석 플랫폼을 비롯하여 IBM z Systems 중앙 처리 장치와 같은 

비즈니스 전용 플랫폼에 이르는 강력하고 안전한 엔터프라이즈급 소프트웨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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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합니다. Syncsort의 제품은 금융 서비스, 의료 서비스, 통신, 기타 데이터 집약적 

도메인과 같은 포츈지 500대 기업에서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회사는 144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2,895,000달러가 투자할 계획입니다. 
 

New York University – 94개의개의개의개의 신규신규신규신규 일자리일자리일자리일자리 

Paperspace, Co. 는 신생 하이테크 기업으로서 인터넷을 통해 고성능 컴퓨터(가상 

데스크톱)를 제공합니다. 이 회사는 

원격 컴퓨터를 원활하게 작동하게 하고 전통적인 설치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작업을 

수행하는 독점적 스트리밍 프로토콜을 개발했습니다. 이 프로토콜은 현재 베타 테스트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71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287,000달러가 

투자할 계획입니다. 
 

Rabt Technologies, Inc. 는 새로운 빅데이터 업체로서 특허 출원 중인 알고리즘적 

개별화 모델을 바탕으로 컨텐츠 권장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실시간 

행동 및 사용자 피드백을 알고리즘에 통합시킴으로써 컨텐츠를 사용자와 역동적으로 

상호연결하며 모든 사용자를 위해 가장 매력적인 재생목록 또는 권장 사항을 생성하기 

때문에 참여율과 유지율을 상승시킵니다. 이 회사는 향후 2년 동안 기술 개발을 진행할 

계획이며 아직 수익을 올리지 못하는 신생 기업입니다. 이 회사는23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485,000달러가 투자할 계획입니다. 
 

University at Buffalo – 72개개개개 신규신규신규신규 일자리일자리일자리일자리 창출창출창출창출 

Abcombi Biosciences, Inc. (ABI)는 예방 백신을 통해 치료 가능한 질병에 맞게 

맞춤화하고 적용할 수 있는 개발기술 플랫폼의 임상전 단계에 있는 새로운 생명공학 

회사입니다. 특히 이 회사는 가변성이 큰 병원체(독감 및 폐렴 연쇄상구균), 단일 접종 

백신 통합 및 글로벌 백신 접근성 등에 전략적으로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47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1,860,000달러가 투자할 계획입니다. 
 

Buffalo Automation Group, Inc.는 보트와 선박의 첨단 자가 항해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신생기업입니다. 이 회사의 첨단 자동 조타 장치는 사람이 없어도 선박이 자동으로 

운항할 수 있게 하며 첨단 센서를 활용하여 수상 및 수중의 위험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현재16피트 쌍동선 로봇의 형태로서 화물 선박이 소수의 선원으로 운항할 수 

있고 여가를 위해 보트를 따는 사람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이 회사는 5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675,000달러가 투자할 

계획입니다. 
 

Healthcare Hub, LLC는 뉴욕주에서 조명 제조업을 시작할 기존의 회사로서 의료 

업계를 위해 친환경 의료 제품을 생산합니다. 이 회사는 현재 생분해성 의료용품 및 

장비를 개발하는 연구 및 개발 단계에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의료 산업을 위해 생분해성 

친환경 대체 의료 제품을 생산하여 의료 폐기물과 환경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11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1,068,000달러가 투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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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oratory Integration Management Services, Inc.는 새로운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로서 진단용 유전자 검사를 하는 병원과 외부 업체에 설치된 전자식 의료 기록 

시스템을 연결하는 기업간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은 정렬, 처리, 상태 

추적, 유전자 검사 보고 등의 기능을 자동화합니다. 이 회사는 Buffalo Institute for 

Genomics와 협력하고 그 자산을 활용함으로써 유전체 및 표면형 데이터를 위한 상업용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만들 예정입니다. 이 회사는 6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50,000달러가 투자할 계획입니다. 
 

Snowberg, Inc.는 새로운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로서 소셜 미디어 기반의 전자 상거래 

플랫폼인 Ditoo, 웹 사이트/모바일 앱 등의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Ditoo는 사용자와 

애플리케이션 사이의 개별 연결을 통해 제공되는 그래픽 지도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전자 

상거래 서비스를 통해 구현될 예정입니다. 이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매우 혁신적인 

것이며 연결 지점 사이의 상거래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자와 수신자 사이의 긴장감을 

완화하고 거래를 촉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회사는 3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45,500달러가 투자할 계획입니다. 
 

Hudson Valley Community College – 26개의개의개의개의 신규신규신규신규 일자리일자리일자리일자리 

Daydream.io Corporation은 새로운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로서 대량 판매 시장용 모바일 

가상현실(VR),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를 생산합니다. 이 회사는 모든 모바일 스마트폰 

사용자가 가상현실 헤드세트와 개별적으로 연결되는 소프트웨어를 판매합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운영체제 불가지론적이며 다국어 사용이 가능하고 전역화되었습니다. 이 

회사는 44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1,080,488달러가 투자할 계획입니다. 
 

Columbia-Greene Community College – 29개의개의개의개의 신규신규신규신규 일자리일자리일자리일자리 

Hudson Valley Fish Farm, Inc.는 기존의 뉴욕 사업체로서 북미 지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육상 Steelhead 농장을 건설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Hudson Valley에서 

호르몬과 항생제가 없는 고급 해산물을 생산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연어 

양식 이외에도 재순환 시스템에서 새우 양식도 시범적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29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425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SUNY Downstate Medical Center – 26개의개의개의개의 신규신규신규신규 일자리일자리일자리일자리 

뉴욕으로 진출하는 국제적인 생물의학 연구업체인 CortecNet Corporation은 핵자기 

공명(NMR)을 통해 구조생물학적 측정을 하고 이미지 촬영을 할 목적으로 표지 화합물을 

공급하는 주요 업체 중 한 곳이 되었습니다. 이 회사는 프랑스, 불가리아, 태국, 

캘리포니아 등의 네 곳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CortecNet는 미국의 50곳을 포함하여 

전세계에 1,000여 고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Brooklyn의 생산 시설을 

확장하고 체내 영상 촬영을 위해 새로운 cGMP 등급 표지 화합물을 생산하기 위한 

임상전 연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회사는 5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150,000달러가 투자할 계획입니다. 
 

EpiBone, Inc.는 기존의 뉴욕 사업체로서 환자들이 “골격을 자가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적인 골격 재형성에 대한 임상전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EpiBone의 혁신적인 기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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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골 결함 스캔과 환자의 줄기세포를 사용하여 결함 회복, 이물질 이식의 합병증 

없이 간소화된 수술 처치, 개선된 고형성 및 재생, 짧은 회복 시간 등을 제공하는 

골이식편을 형성하고 배양합니다. 이 회사는 21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4,620,000달러가 투자할 계획입니다. 
 

Cornell University – 22개의개의개의개의 신규신규신규신규 일자리일자리일자리일자리 

Ursa Space Systems, Inc.는 공중 및 공간 기반 데이터 상품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기존의 뉴욕주 기반 위성 기업으로서 주간, 야간 및 4계절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리적 

매핑과 장소 중심의 정보 서비스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저렴한 합성 개구 

레이더(SAR)를 사용하는 독특한 항공기 설계를 갖추고 있으며 모든 상태에서 다양하고 

풍부한 데이터 상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회사는 22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2250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SUNY Binghamton University – 21개의개의개의개의 신규신규신규신규 일자리일자리일자리일자리 

SensAttire, LLC는 새로운 연구 개발 업체로서 독점적인 신축성 전기 섬유를 의료, 운동, 

가정 및 산업 시장에서 활용하는 혁신적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기회로를 포장할 더 나은 방법을 찾는 트렌드 덕택에 투자와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SensAttire는 Vestal의 엔지니어링 및 사이언스 빌딩으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이 회사는 21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3,004,000달러가 투자할 

계획입니다. 
 

Schenectady County Community College – 11개의개의개의개의 신규신규신규신규 일자리일자리일자리일자리 

5GG, Inc. d/b/a Fundabilities.com은 뉴욕의 신생 기업으로서 개인, 비영리 단체, 클럽, 

하교, 기업체 등이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용하는 군중 펀딩 플랫폼을 개발했습니다. 

사용자는 소셜 미디어 도구를 통해 캠페인을 개시하고 마케팅할 수 있습니다. 최종 

사용자는 보안 결제 절차를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통해 개인이나 단체에게 기부할 수 

있습니다. 이 플랫폼은 일반에게 공개할 준비가 되었으며 다음 단계로서 채용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11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11,000달러가 투자할 계획입니다. 
 

Rockland Community College – 6개의개의개의개의 신규신규신규신규 일자리일자리일자리일자리 

York Analytical Laboratories, Inc.는 본사를 Rockland 카운티로 이전하려는 코네티컷 

기업입니다. York는 북동부의 주요 NELAC 환경 실험실 중 하나입니다. York는 

NY/CT/NJ 엔지니어링 커뮤니티를 위해 토양, 물, 공기 중의 규제 오염물질 분석을 

합니다. 이 회사는 코네티컷에서 6개의 일자리를 이전시키고 130,000달러가 투자할 

계획입니다. 
 

START-UP NY 소개소개소개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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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면세로 사업함으로써 주 소득세, 사업 또는 법인 주 또는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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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n 

 

현재까지 74개 학교가 START-UP NY에 참가하고 있으며 신규 또는 확장 기업이 

캠퍼스나 캠퍼스 근처에서 사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500만 평방피트 면적에 440여 곳의 

면세 구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각 대학의 승인된 START-UP NY 계획은 

www.startup.ny.gov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START-UP NY에는 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업은 ESD에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증명서 위조는 중범죄입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관련 기관 간에 일자리를 교환하거나 회사가 새로운 이름으로 재합병하는 것만으로 기존 

직원들이 새로 취업한 것으로 주장하는 "옷갈아입기" 등의 부정을 막는 엄격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START-UP NY는 내부 거래와 이익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합니다. 사기 행위의 경우, 뉴욕주는 해당 기업에 부여한 혜택을 환수할 

권한이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목표 달성 등 이 프로그램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들은 혜택이 줄어들거나 이러한 혜택을 일정 기간 동안 받지 못하거나 영원히 박탈 

당할 수 있습니다. ESD는 일자리 창출 및 유지 여부를 확인하고 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은 기업들의 참여를 종식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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