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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3년 5월 13일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WNY POWER PROCEEDS ALLOCATION BOARD가가가가 뉴욕뉴욕뉴욕뉴욕 서부서부서부서부 지역의지역의지역의지역의 기업기업기업기업 및및및및 제조제조제조제조 

노력을노력을노력을노력을 위해위해위해위해 600만만만만 달러의달러의달러의달러의 자금자금자금자금 조달을조달을조달을조달을 제안한다고제안한다고제안한다고제안한다고 발표발표발표발표 

 

수력수력수력수력 사업을사업을사업을사업을 통해통해통해통해 얻은얻은얻은얻은 수익으로수익으로수익으로수익으로 Launch NY 사상사상사상사상 가장가장가장가장 크고크고크고크고 야심야심야심야심 찬찬찬찬 비즈니스비즈니스비즈니스비즈니스 계획계획계획계획 경쟁에경쟁에경쟁에경쟁에 자금자금자금자금 지원지원지원지원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WNYPPAB(Western New York Power Proceeds Allocation Board)가 

뉴욕 주 서부 지역에 위치한 3개 기업에 약 600만 달러의 자금을 지원할 것을 추천하는 데 

투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WNYPPAB의 추천은 모멘텀을 토대로 수립한 것으로 뉴욕 주 서부 지역 

경제 발전 위원회(Western New York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의 전략 계획 및 Buffalo 

Billion 투자 개발 계획을 토대로 한 전략을 활용합니다. 이 계획은 기업가 정신을 전략으로 

인식하며 이 전략은 뉴욕 서부 지역의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및 포괄적인 일자리 증가를 유도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 추천은 이제 NYPA(New York Power Authority) 이사회가 오는 5월 21일 미팅에서 

고려하기 전 실행될 예정입니다. 

 

5명의 멤버로 구성된 수익금 할당 위원회가 추천하는 수상 대상에 속한 3개 기업은 Buffalo에 

위치한 비영리 벤처 개발 기업인 Launch NY, 같은 Buffalo에 위치한 의료 냉방 의류 제조업체 

Coolture, 그리고 Lockport에 위치한 가공 및 조립업체인 Diversified Manufacturing입니다.  

 

Cuomo 주지사는 “Western New York Power Proceeds Allocation Board가 추천하는 첫 번째 자금 

수여는 사용하지 않는 Niagara 수력 발전을 통해 얻은 수익금으로 일자리 만들기 사업을 위한 

보조금 지급을 시작하는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추천은 뉴욕 주 서부 지역 경제 발전 

위원회가 이미 완료한 업무들을 포함해 기업 문화 향상과 뉴욕 서부 지역에서 현지 생산 사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중요한 업무들과 일치한다는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Niagara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 중 사용하지 않는 전력을 판매한 수익금으로 뉴욕 서부 

지역 경제 개발 기금에 적용하고자 Cuomo 주지사가 작년에 제정된 입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서명한 자금에 대한 첫 번째 수상이 될 것입니다. 작년에는 이 법안의 결과로 이미 2,300만 달러 

이상의 자금을 모았습니다. 이 수익금은 자본 투자 및 일자리 증가를 촉진하기 위해 할당됩니다. 

 

Launch NY는 뉴욕 북부 지역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목표로 하는 비영리 단체로 가이드, 멘토링 및 

신생 기업 투자를 통해 기업들이 성공적인 조직을 구성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약 540만 달러의 자금을 지원 받은 자본을 토대로 기술과 아이디어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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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적 성공으로 연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창업을 돕고 여러 신규 사업 개발을 촉진합니다. Launch 

NY는 뉴욕 주에서 가장 크고 가장 야심 찬 사업 계획 경쟁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이 수익금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본 경쟁은 총 500만 달러에 달하는 상금으로 사업을 시작하여 성장할 수 있는 

선도적인 위치로 영역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또한 본 경쟁을 통해 Greater Buffalo Niagara 지역에서 

새로운 상업적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는 혁신가 및 과학자들을 유치하고, 지역 기업가(학생 

포함)들이 창업에 뛰어들 수 있게 독려하고, 기업들이 Buffalo Niagara에 쉽게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이 지역에 벤처 자본의 유입을 돕고(높은 볼륨, 짧은 기간 및 올바른 인센티브로 인해), Buffalo 

Niagara에 있는 기업가들의 프로필을 제공하고 비즈니스 커뮤니티에서 해당 지역에 대한 뉴욕 주 

프로필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할당된 자금의 대부분은 잠재적으로 수천 개의 새로운 일자리로 

연결하는 창업 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직접 전달됩니다. Launch는 자사의 기회 향상을 

목표로 비즈니스 계획 수상자들을 대상으로 사업가를 양성하는 멘토를 제공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해당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시작하고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는 신기술 기반 기업에 자본 및 

관리 인재들을 제공함으로써 뉴욕 주 서부 지역에서 더 많은 기업 생태계 시작에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영향으로 인해 자금 조달을 권장했습니다. 

 

WNYPPAB 의장 Anthony J. Colucci III는 “Launch NY의 Business Plan Competition은 해당 지역에서 

정확히 젊은 인재 유치 및 신규 창업 지원을 시작할 수 있게 지원하고 전공 분야에 집중하고 

신기술을 이어받아 상용화하는 인재들을 지원하는 것이며, 이들 중 대다수는 Buffalo Niagara 

Medical Campus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자금 및 멘토 부족으로 실패에 그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Western New York Power Proceeds Allocation Board를 통해 Cuomo 주지사와 주의회는 

이러한 노력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구조를 제공했습니다.” 

 

Buffalo Urban League 사장 겸 CEO인 Brenda W. McDuffie는 “뉴욕 서부 지역 경제 발전(Western 

New York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과 Buffalo Billion 계획은 경제 발전을 위한 전략적 협업, 

창조적이고 진보적인 접근 방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WNYPPAB 이사회와 

WNYREDC(Western New York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 멤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WNYPPAB는 이 지역에서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해 같은 우선순위라도 하나로 

앞당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Launch NY, Coolture 및 Diversified Manufacturing은 지역 전략에 따라 

목표를 세우고 향상된 시작을 통해 경제적 성장과 기업가들을 위한 더 나은 생태계를 만드는 데 

집중합니다.” 

 

뉴욕 서부 지역 최초로 수익금 추천을 받은 2개 기업인 Coolture 및 Diversified Manufacturing은 약 

150개의 일자리와 자사의 제조 산업에 대한 자본 확충 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총 80만 달러의 

자금을 지원 받게 됩니다.  

 

Coolture는 더운 지역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운동 중 신체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고안된 냉방 의류 

개발 기업으로 생산 능력과 성장을 촉진하고 5개 일자리를 유지하고 32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약 310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일자리 보존과 성장, 자본 투자 및 

WNYREDC가 우선시하는 제조, 혁신 및 스마트 성장 개발 지원에 따른 법적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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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ersified Manufacturing은 제조, 가공 및 어셈블리 샵으로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자사의 시설을 

통합할 예정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145개의 일자리를 보존하고, 일자리 보존, 자본 투자 및 

WNYREDC가 우선시하는 제조 성장에 따른 법적 기준을 따릅니다. 

 

Senate Energy and Telecommunications Committee 의장 겸 상원의원인 George Maziarz는 “제가 

개인적으로 직접 후원하고 지지하는 법률을 통해 수립된 Power Proceeds Allocation Board는 이곳 

뉴욕 주 서부 지역에서 만들어진 에너지 수익금으로 지역 사회와 우리 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설립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수상은 뉴욕 서부 지역에 걸쳐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유지하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62번 지구에 위치한 Diversified Manufacturing이 

Lockport에 있는 145개의 일자리를 보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자금을 받는 기업 중 하나라는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위원회는 뉴욕 서부 지역에 걸쳐 기업들을 계속 지원할 것이고 

이러한 포상이 우리 지역에 엄청난 경제적 성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Dennis H. Gabryszak 하원의원은 “오늘 WNYPPAB는 기금 포상에서 600만 달러 할당에 대한 

자신들의 결정을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입법 지지자로서 수익금 할당 위원회가 결정한 추천을 

통해 법안에 대한 다양한 요구 충족과 목표 달성이 이루어지고 조항이 매우 효과적으로 집행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수상자인 Launch NY는 창업 지원 및 개발을 위한 초기 

자본을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들에게 도움을 줄 것입니다. Launch NY는 뉴욕 주 서부 지역의 신규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자가 될 수 있게 지원할 것입니다. 기타 2개 수상 기업은 뉴욕 서부 

지역 기업들이 매우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비즈니스 기반인 일자리 창출, 보존 및 성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WNYPPAB는 전력 수익금에 대한 18개 신청자 검토를 토대로 수상자를 추천했습니다. 이 

신청자들은 작년 입법에서 제정한 것처럼 신청 기업이 Niagara 발전소 반경 30마일 이내에 

위치해야 하고 제안 사업은 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 또는 보존에서 인용된 요구 사항에 

따라 조사한 것입니다. 수익금 할당 위원회는 뉴욕 지역 경제 개발 위원회의 전략 및 우선순위와 

일치하는 수상자들의 수준까지 고려했습니다. 

 

수상자와의 계약은 명시된 경제 개발을 목적으로 자금이 활용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정기적 

감사에 대한 규정이 포함됩니다. 

 

전력 수익금 위원회는 Cuomo 주지사가 임명한 멤버로 구성됩니다. 구성 멤버는 Buffalo에 위치한 

Colucci & Gallaher 법률 회사의 전무 변호사인 Colucci 의장, 나이아가라 미국 상공 회의소 회장인 

Deanna Alterio Brennan, Buffalo Urban League 회장인 Brenda Williams McDuffie, National Grid 

Western Division 본부장인 Dennis W. 그리고 Buffalo에 위치한 Harris Beach 법률 회사의 변호사인 

Henry F. Wojtaszek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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