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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76WEST 클린클린클린클린 에너지에너지에너지에너지 비즈니스비즈니스비즈니스비즈니스 대회가대회가대회가대회가 현재현재현재현재 제안을제안을제안을제안을 받고받고받고받고 있음을있음을있음을있음을 발표발표발표발표 

 

Southern Tier에에에에 일자리를일자리를일자리를일자리를 창출하는창출하는창출하는창출하는 기업들을기업들을기업들을기업들을 유치하기유치하기유치하기유치하기 위해위해위해위해 100만만만만 달러달러달러달러 대상을대상을대상을대상을 
포함하여포함하여포함하여포함하여 6건의건의건의건의 상금이상금이상금이상금이 다음다음다음다음 4개년에개년에개년에개년에 걸쳐걸쳐걸쳐걸쳐 매년매년매년매년 교부될교부될교부될교부될 것입니다것입니다것입니다것입니다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2000만 달러의 비즈니스 경쟁 및 비즈니스 지원 

프로그램인 76West가 혁신적인 클린 에너지 기업들이 뉴욕주의 11개 카운티 Southern 

Tier에 일자리를 위치시키거나 창출하는 지원서를 이제 받고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4년간 년 100만 달러의 대상을 포함하여 본 대회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들을 

유치하며, 주지사의 에너지 비전 개혁 전략을 뒷받침하여 모든 뉴욕주민들을 위한 

깨끗하고 탄력적이며 저렴한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본 대회는  전국 최대의 

클린 에너지 비즈니스 대회 중 하나입니다. 

 

"76West 대회는 Southern Tier에 전례 없는 기업 유치를 시현하고 뉴욕주의 급속 

성장하는 클린 에너지 부문에 추가 모멘텀을 가져올 것입니다"라고 Cuomo 지사는지사는지사는지사는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뉴욕주 서부 지역의 43North 대회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이러한 노력은 

Southern Tier의 자연 강점을 토대로 새 혁신을 촉발하여 지역 경제를 강화하고 지역을 

전진시킬 것입니다." 

 

76West는 클린테크 투자에서 뉴욕주의 전국적 리더십을 토대로 할 것입니다. 즉 

뉴욕주는 클린테크 특허에서 미국 최상위 3개주에 속합니다. 이미 성장하는 클린테크 

시장에서 본 대회는 클린 에너지에 커다란 영향력이 있거나 클린 에너지 기술 개발 

추진을 위한 우수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 기술을 상업화하려고 

노력하는 혁신가들을 유치하여 Southern Tier의 산업을 더욱 발전시킬 것입니다. 

 

본 대회는  상금으로만 1000만 달러 그리고 비즈니스 지원, 마케팅 및 행정을 위한 

1000만 달러로 구성됩니다. 매년, 76West는 100만 달러의 대상, 500,000 달러의 상 1개 

및 250,000 달러의 상 4개로 구성된 총 250만 달러의 상금을 분배할 것입니다. 멘토십 및 

인큐베이터 공간을 포함하여 추가 지원 및 서비스도 제공될 수 있습니다. 

 

76West란 명칭은 Southern Tier를 통과하는 경도를 지칭합니다. 본 대회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년 1회 개최되며 뉴욕주 에너지 연구개발청이 주관할 것입니다. 

 

New York State Energy and Finance 의장의장의장의장 Richard Kauffman은은은은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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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뉴욕주에 클린 에너지 산업을 구축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이 혁신적 접근법은 더 깨끗하고 탄력적이며 저렴한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주지사의 에너지 비전 개혁 계획이 어떻게 뉴욕주를 클린테크 

분야에서 전국적 및 심지어 전지구적 리더로 점점더 변모시키고 있는지의 좋은 

예입니다." 

 

NYSERDA의의의의 청장청장청장청장 겸겸겸겸 CEO인인인인 John B. Rhodes는는는는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76West 

대회는 뉴욕주가 어떻게 클린테크 비즈니스, 투자 및 연구에서 전국을 계속 

리드하는지의 또 하나의 예입니다. 76West는 뉴욕주가 Cuomo 지사의 야심찬 클린 

에너지 목표를 달성하도록 도우면서 Southern Tier에 경제적 성공과 새로운 기회를 

가져올 것을 약속합니다." 

 

뉴욕주의 Southern Tier는 다음 카운티들을 포괄합니다: Allegany, Broome, Cattaraugus, 

Chautauqua, Chemung, Chenango, Delaware, Schuyler, Steuben, Tioga 및 Tompkins. 

IBM 및 Corning 같은 포춘 500대 기업들이 Southern Tier에서 탄생하였으며, 이 

지역에는 다수의 대학교와 기업들이 있어서 클린 에너지 기업을 위한 지지적, 역동적인 

환경입니다. 

 

7월에 6명의 2016 우승자들이 발표될 것입니다. 우승자들은 기업가 정신, 클린 에너지 및 

Southern Tier 경제 개발의 전문가들인 심사위원단에 의해 선정될 것입니다. 우승자들은 

기술적 장점, 비즈니스 성장 가능성, 일자리 잠재력 및 Southern Tier 이점에 근거하여 

선정될 것입니다. 

 

기업들은 2016년 3월 15일 마감일 전에 온라인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4월에 준결승 

진출자들이 선정되면 비즈니스 "신병 훈련소"로 초대되어 현지 심사원들을 만나 더욱 

상세한 질문에 답변할 것입니다. 5월에 더욱 소수의 결승 진출자들이 선정되면  이 

지역을 방문하여 구체적 기회에 대해 상세히 배울 것입니다. 지원 및 컨테스트 정보는 

nyserda.ny.gov/76west에서 입수할 수 있습니다. 

 

본 대회는 2014년에 뉴욕주 서부 지역에 새로운 혁신적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출범한 

43North와 유사할 것입니다. 43North의 2015년 500만 달러 상금 대회는 117개 국가와 

모두 50개 주에서 11,000여 지원자를 유치하였습니다. 43North 대회는 전담 요원이 

주관하고 지역 비즈니스 커뮤니티의 이사회 멤버들로 된 비영리 단체가 감독합니다.  

 

76West 우승자들은 시상 후 최대 2년간 지속적 비즈니스 지원을 받을 것이며, 

Binghamton University, Cornell University 및 Incubation Works in Alfred, N.Y.의 

인큐베이터 연맹인 Southern Tier Start-Up Alliance가 운영하는 6개 인큐베이터 중 한 

곳에 위치할 수 있습니다.   

 

시상의 조건으로 주외 수상자는 Southern Tier로 이전하거나 Southern Tier에 상당한 

비즈니스 입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회사들은 적어도 2년 동안 그 존재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미 뉴욕주에 위치한 회사들은 Southern Tier로 이전하거나  Southern T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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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과의 공급 연쇄, 일자리 개발 같은 Southern Tier와의 관계, 또는 기타 부 창출을 

증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Southern Tier 기업들과의 전략적 관계를 확립해야 합니다.  

 

에너지에너지에너지에너지 비전비전비전비전 개혁개혁개혁개혁 소개소개소개소개 

 

에너지 비전 개혁 (REV: Reforming the Energy Vision)은 뉴욕 주지사 Andrew M. 

Cuomo의 모든 뉴욕의 거주자들에게 안전하고 회복가능하며 적절한 가격에 에너지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REV는 주 전체의 계획 및 규제 개혁을 통해 뉴욕의 

에너지 정책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REV는 계속해서 뉴욕주의 에너지 경제를 

성장시키고, 혁신을 지원하며 에너지 그리드의 탄력성을 가능하게 하고 개인 자본의 

유동성을 늘리며, 새로운 직장을 창출하고 에너지 소비자들에게 선택과 경제성을 제공할 

것입니다. REV는 현지에서 생산된 깨끗한 전력을 뉴욕의 에너지 시스템의 중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환경을 보호하고 2030년까지 온실 가스 배출량을40% 줄이면서 

전기의 50%를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에서 발전하려는 목표를 뒷받침합니다. REV의 

일환으로 이미 시작된 성공적인 이니셔티브로는 NY-Sun, NY Green Bank, NY Prize, K-

Solar, 그리고 저소득 커뮤니티를 위한 에너지의 경제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포함됩니다. REV에 대한 상세 정보를 원하시면 www.ny.gov/REV4NY를 방문하고  

@REV4NY에서 우리를 팔로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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