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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50만만만만 달러의달러의달러의달러의 학생학생학생학생 비즈니스비즈니스비즈니스비즈니스 플랜플랜플랜플랜 대회를대회를대회를대회를 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 

 

마감기한이마감기한이마감기한이마감기한이 다가옴에다가옴에다가옴에다가옴에 따라따라따라따라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소재소재소재소재 대학에대학에대학에대학에 재학재학재학재학 중인중인중인중인 대학생들이대학생들이대학생들이대학생들이 대회대회대회대회 준비를준비를준비를준비를 하다하다하다하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제5회 연례 뉴욕 비즈니스 플랜 대회 신청을 받는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다가오는 지역 대회의 일부와 4월 25일 CNSE에서 열리는 전뉴욕 최종 결승전으로 

총 상금 50만여 달러가 걸린 이 대회에 뉴욕주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팀들이 신청할 마감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대회는 타이틀 스폰서인 SEFCU 및 뉴욕주립대학(SUNY)의 공동 제휴로 

SUNY CNSE(College of Nanoscale Science and Engineering)이 후원합니다.  

 

“이 대회는 뉴욕주 전역에서 가장 총명하고 가장 기업가 정신이 투철한 대학생들을 참여시키고 

이들에게 벤처 사업을 시장에 내보낼 기회를 제공합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과거에는 이 프로그램이 젊은 기업인들을 멘토와 투자자들과 엮어주어 이들이 청년 창업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저는 이런 학생들이 올해 열리는 대회에 

신청해주었으면 합니다.”  

 

“SEFCU는 뉴욕주의 주요 학교들이 이 중요한 비즈니스 플랜 대회를 지원하기 위해 함께 협력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라고 SEFCU 사장 겸 CEO인 Michael J. Castellana가 말했습니다. “몇 년에 

걸쳐 치러진 대회를 지켜본 바, 이 행사는 학생 기업인들로 하여금 새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해 시장에 내놓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으로 뉴욕의 기업가 정신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대회는 또한 학생들에게 자신의 비즈니스 컨셉을 실현시키기 위한 지도와 

노하우를 제공합니다. 이는 다시 뉴욕이 왜 세계의 비즈니스 수도로 계속 자리매김하는 지를 

보여줍니다.” 

 

“SUNY는 다시 한 번 교육 및 비즈니스 파트너들과의 협조로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기업가 

경험을 제공하여 뉴욕의 대학생들을 지원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라고 SUNY의 Nancy L. 

Zimpher 총장이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멋진 대회는 일부 가장 혁신적인 학생의 아이디어에 

포럼의 역할을 하고, 이 학생들을 진지한 투자자, 벤처자본가, 수준 높은 비즈니스 리더들과 

엮어줌으로써 뉴욕 학생들에게 확실한 기회를 제공하는 또 다른 방법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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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회는 대부분 뉴욕주의 주요 고등교육 기관에서 볼 수 있는 기업 패러다임의 창조를 통해 

뉴욕에서 사업 성장을 도모하는 데 보여주신 Cuomo 주지사의 리더십을 지원합니다”라고 

기업혁신 및 청정에너지 프로그램의 CNSE 부사장 겸 Nanoeconomics 교수 및 수장인 Pradeep Haldar 

박사가 말했습니다. “SEFCU와 SUNY를 타이틀 스폰서로 하는 이 대회는 다양한 분야에서 분출하는 

비즈니스 컨셉을 활성화시켜, 이러한 컨셉이 사회를 발전시키도록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대회 가운데 북동부 지역에서 열리는 최대 대회로서, 2010년에 12개의 팀이 3만여 

달러에 이르는 상금을 갖고 겨루다가 올해에는 500여개 팀이 50만여 달러의 상금을 놓고 겨루는 

미국 최대의 학생 비즈니스 대회 중 하나로 발전하였습니다. 학생들을 통한 혁신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이처럼 소중한 대회를 열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University at Albany 경제학과와 Syracuse University와의 제휴로 CNSE가 제공하는 50만여 달러의 

상금은 뉴욕주의 공인 칼리지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우수 창업회사에게 제공됩니다. 각 

팀은 미국 벤처캐피탈리스트, 엔젤투자자, 투자은행가, 사모투자가, 뛰어난 기업인들로 구성된 

판정단에게 사업 아이디어를 내놓을 것입니다. 

 

60여개의 칼리지와 대학교들이 뉴욕주 전역에서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나노기술/첨단기술, 에너지/지속가능성, 생명공학기술/보건, 

정보기술/소프트웨어, 제품/서비스, 사회적기업가정신/비영리성을 포함하는 분야와 관련된 

혁신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뉴욕주 10개 지역에서 20여개의 학교들이 준결승전을 개최할 것입니다. 이 지역은 Cuomo 

주지사의 10개 지역경제개발위원회를 바탕으로 합니다. 이에 참가하는 개최 학교들은 CNSE, 

University at Albany School of Business, Hudson Valley Community College, Siena College, Albany Law 

School, Union Graduate College, Skidmore College, Capital Region에 소재한 Schenectady 카운티 

County Community College; Syracuse University와 센트럴 뉴욕 소재 SUNY Cortland; Clarkson 

University와 North Country 소재 SUNY Plattsburgh; Mohawk Valley 소재 SUNYIT; University of 

Rochester 및 Finger Lakes Region 소재 Rochester Institute of Technology(RIT); WNY College Connection 

및 웨스턴 뉴욕 소재 University at Buffalo; Cornell University, Binghamton University, Ithaca College, 

Southern Tier 소재 Broome Community College; Mid-Hudson 소재 Marist College; New York City 소재 

New York Institute of Technology; Long Island 소재 Stony Brook University입니다. 결승전은 4월 25일 

CNSE의 세계적 수준의 Albany NanoTech Complex에서 열릴 계획입니다. 

 

각 지역 대회 일자 및 장소, 온라인 신청, 지역별 서류 신청 마감일을 포함해 뉴욕 비즈니스 플랜 

대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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