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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2017년 19번째 시정 제안 발표: 로체스터의 새로운 천만 달러 포토닉스 

벤처 챌린지가 (PHOTONICS VENTURE CHALLENGE) 혁신 경제의 강화에 기여할 전망 

 

광학, 포토닉스 및 이미지 처리 기술 전문 신생 기업을 지원할 비즈니스 챌린지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에서 천만 달러를 투자하여 로체스터에 다년형 

포토닉스 벤처 챌린지를 수립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사업 경진 대회는 사업 촉진 

프로그램을 통해 그리고 가장 유망한 신생기업에 대한 최고 백만 달러의 포상을 통해, 

현재 급속히 발전 중인 상기 기술 분야의 상품화에 종사하는 신생기업들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도, 포토닉스에 초점을 맞춘 촉진 

프로그램은 전무한 상황인데, 로체스터는 전국적으로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프로그램을 조성할 수 있는 독보적인 입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체스터는 혁신적 제조업 분야의 리더로 급속히 

발전해 왔으며, 이제는 이렇게 쌓인 모멘텀을 바탕으로 지역 전체의 지속적 경제 성장을 

확고히 다져야 할 때입니다. 전국 최고의 연구기관들을 통해 120개가 넘는 기업들을 

유치하고 있는 핑거 레이크스 지역은 현재 전 세계 포토닉스 산업을 선도하는 중심지 중 

한 곳입니다. 이 챌린지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진취적 기업 자원을 포토닉스 산업에 

집중시킴으로써 신생기업들이 성장과 번영을 도모할 협력 환경을 조성하기에 

로체스터보다 나은 곳은 없습니다.”  

 

이 포토닉스 챌린지는, 전 세계 최고의 기업가와 신생기업들에게 현금 포상을 수여하는 

Cuomo 주지사의 버펄로 빌리언 (Buffalo Billion) 사업을 통해 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500만 달러 규모의 신생기업 경진대회인 웨스턴 뉴욕의 43North를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43North 수상팀들은 또한 1년 동안 Buffalo의 무료 인큐베이터 공간 이용, 

관련 분야의 멘토 지도 기타 START-UP NY과 같은 비즈니스 인센티브 프로그램 이용 

기회 등도 제공 받게 됩니다. 43North와 마찬가지로, 포토닉스 벤처 챌린지 수상 기업은 

시상 후 최소 1년간은 로체스터 지역에 입지해야 합니다. 

 

포토닉스 벤처 챌린지의 기본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년 경쟁 응모 과정을 통해 10~15개 신생기업이 본 프로그램에 선정되어 각각 

주식과 교환하여 $100,000부터 $125,000 사이의 초기 투자금을 받게 됩니다. 첫 

회차 기업 선정은 2017년 가을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참가 기업들은 4-6개월에 걸쳐 체계적인 사업 촉진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제품 

시안을 만들고, 고객을 접하면서 비즈니스 모델을 다듬고, 초기 시장 영향력을 

키우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로체스터 지역에 업무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 

자산, 자원, 연구소 등등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고, 멘토 및 업계 파트너도 소개할 

것입니다. 

 매년의 경진대회는 모든 팀이 공개 포럼에 나와 벤처 투자자, 광학/포토닉스 기업 

및 기타 업계 관계자들이 포함된 청중을 대상으로 발표를 진행하는 대규모 

“시연의 날” (“Demo Day”)로 마무리 됩니다.  

 해당 프로그램에서 가장 유망한 신생기업 세 곳은 추가로 수여되는 “우등 기업” 

자금 투자를 받기 위해 경쟁하게 됩니다. 시상 결과는 ‘시연의 날' 행사장에서 

발표되며 1등 상금은 100만 달러, 2등과 3등 상금은 50만 달러입니다.  

 수상 기업들은 시상 후 최소 1년간은 로체스터 지역에 입지해서 사업을 

운영해야 하며, 이스트먼 비즈니스 파크에 있는 AIM (American Institute for 

Manufacturing) 포토닉스 TAP(Testing Assembly and Packaging) 시설 내부 또는 

인근, 또는 시블리 스퀘어 사업 촉진 본부 내부 또는 인근이 권장됩니다. 

 

이 포토닉스 벤처 챌린지는 최첨단 AIM 포토닉스 제조 시설이 로체스터의 이스트먼 

비즈니스 파크에 있는 ON Semiconductor에 입지할 것이라는 Cuomo 주지사의 2016년 

12월 발표를 근거로 한 것입니다. 이 시설은 반도체 회로의 증가된 성능을 위해서 전자 

대신에 광자를 사용하는 칩들에 대한 테스트, 조립 및 패키징을 위해서 사용될 것입니다. 

2015년 7월에 Joe Biden 부통령과 함께 Cuomo 주지사가 처음 발표했던 American 

Institute for Manufacturing Integrated Photonics는 신흥 기술 연구, 개발 및 제조에서 

국가적 및 지역적 리더십을 확보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광학, 포토닉스 및 이미징은 경제를 성장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기회를 추진하기 

위한 이 지역의 성공적인 업스테이트 활성화 계획 청사진인 “핑거 레이크스 포워드” 

(Finger Lakes Forward)에서 확인된 3가지 산업 클러스터 중 하나입니다. 광학 기술 활용 

제품 및 서비스 분야의 세계적 리더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핑거 레이크스 

지역경제개발협의체 (Finger Lakes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에서는 이 

포토닉스 벤처 챌린지를, High Tech Rochester에서 제안한 대로 성장 잠재력이 높은 

OPI (Optics, Photonics and Imaging) 신생기업의 유치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대규모 

연례 신생기업 촉진 프로그램 및 경진대회가 되도록, 업스테이트 활성화 계획의 우선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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