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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소수자 및 여성 소유기업 사업투자기금 (MINORITY AND WOMEN-
OWNED BUSINESS INVESTMENT FUND)을 통해 1 백만 달러 이상의 투자금  

수령 발표 
 

소수자 및 여성 소유기업 (Minority and Women-owned Business Enterprise, MWBE) 
혁신, 기업가 정신, 일자리 만들기를 촉진하기 위한 기금을 수령하는 핑거 레이크스와 

뉴욕시의 신흥기업 5개 업체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소수자 및 여성 소유기업 사업투자기금 (Minority and 

Women-owned Business Enterprise Investment Fund)을 통해 초기단계 회사 5개 

업체에 1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핑거 레이크스와 뉴욕시를 

기반으로 하는 이 기업들은 또한 민간 매칭 펀드로부터 190만 달러가 넘는 투자금을 

받았으며 2018년까지 115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투자 기금은 이 기업들을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속적인 성장과 번영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과 연결시킴으로써 첨단 기술의 

혁신을 지원합니다. 이 주의 전 지역에서 장벽을 허물고 소수자 및 여성 소유기업 

(MWBE)에 대한 기회를 확대하려는 우리 노력의 큰 진보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 

냄으로써, 우리는 모두를 위해 더욱 강력한 뉴욕이 되도록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사업 

환경에 투자하는 데 주력하게 됩니다.” 

 

소수자 및 여성 소유기업 (MWBE) 투자 기금은 뉴욕주 인증 소수자 및 여성 소유기업 

(MWBE)에 투자함으로써 뉴욕주 전 지역에서 혁신, 일자리 만들기, 고성장 기업가 

정신을 지원하기 위해 자본을 제공합니다. 2015년 5월 엑셀 파트너스 (Excell 

Partners)는 이 기금을 관리하고 신흥 기술을 중심으로 성장 잠재력이 큰 초기 소수자 및 

여성 소유기업 (MWBE)들에 투자하기 위해 경쟁을 통해 선정되었습니다. 

 

소수자 및 여성 소유기업 (MWBE) 투자 기금 수령 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핑거 레이크스 

 

로체스터의 IMSWorkX, Inc. – 42,000 달러 

IMSWorkX, Inc.는 통신 업계를 위한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개발합니다. 

 

로체스터의 Molecular Glasses, Inc. – 10 만 달러 

Molecular Glasses, Inc.는 유기발광 다이오드 (Organic Light Emitting Diodes, OLED) 및 

유기 전자 응용 분야 용 유기 반도체를 개발합니다. 

 

로체스터의 Splyce, Inc. – 50 만 달러 

Splyce는 북미, 유럽, 한국, 라틴 아메리카 전 지역에 걸쳐 9개의 게임에서 경쟁하는 

전문적인 이스포츠 (esports) 단체입니다. 

 

페어포트의 Viggi Kids, Corp. – 25 만 달러 

Viggi Kids는 창의적인 놀이를 격려하고 배우는 과정에 탐구력을 활성화하는 새로운 

어린이용 제품을 설계하고 제조합니다. 

 

뉴욕시 

 

맨해튼의 Kinvolved, Inc. – 15 만 달러 

Kinvolved, Inc.는 학부모 및 보호자와의 실시간 문자 메시지를 통해 학교 및 교육청이 

학생 출석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Howard Zemsky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 (Empire State Development, ESD) 

사장 겸 최고경영자 및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기업들에 대한 뉴욕주의 

투자는 보다 많은 뉴욕 주민들을 위해 더 많은 기회를 만들내는 이 기업들이 경제적 

활력과 성공을 향한 길로 나아가도록 합니다. 소수자 및 여성 소유기업 (MWBE)들은 

우리 지역 및 뉴욕주 경제에 필수적인 기업들입니다. 우리는 그 기업들에 투자하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소수자 및 여성 소유기업 (MWBE) 투자 기금은 소수자 및 여성 소유기업 (MWBE)들이 

인증을 받고 그 기업들에게 기술 및 재정 지원을 제공하도록 권장하는 뉴욕주 

프로그램을 통해 뉴욕주 계약에서 동등한 기회를 획득하는 Cuomo 주지사의 기록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소수자 및 여성 소유기업 (MWBE)에 대형 

계약을 성사하고 일자리 창출, 새로운 시장에로의 진입 및 우리 경제를 강화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제공합니다. 

 

2014년 3월에 Cuomo 주지사는 뉴욕주에서 인증받은 소수자 및 여성 소유기업 

(MWBE)들을 대상으로 단기 브리지 대출에 대한 확장 신청에 최소 2천만 달러를 

투자하기 위해 “성공으로 가는 다리 (Bridge to Success)”라는 대출 프로그램을 

http://esd.ny.gov/BusinessPrograms/Data/BridgetoSuccess/02242015_Bridge_to_Success_Flyer_new_branding.pdf


개시했습니다. 이 투자는 자격을 갖춘 소수자 및 여성 소유기업 (MWBE)에 최대 1억 

달러 규모의 뉴욕주 계약 신청을 위한 단기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2년 반 후, 이 

목표는 뉴욕주의 소수자 및 여성 소유기업 (MWBE)들에 대한 계약에서 11,360만 달러 

이상 지원하는 총 1,350만 달러를 초과하는 89개의 대출로 목표치를 초과했습니다. 

 

2012년 2월, Cuomo 주지사는 소수자 및 여성 소유기업 (MWBE)들과 중소 기업의 보증 

채권을 확보하여 기술과 자금 지원을 제공하는 뉴욕주 보증 채권 지원 프로그램 (New 

York State Surety Bond Assistance Program)을 출범했습니다. 프로그램 개시 이래 

445개 이상의 소수자 및 여성 소유기업 (MWBE)들이 채권 대비 교육을 이수했고 뉴욕주 

교육, 신용 편의 및 공탁 담보 지원을 통하여 6,100만 달러 이상의 공탁금을 받았습니다. 

 

소수자 및 여성 소유기업 (MWBE) 투자 기금은 또한 고성장 초기 단계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Cuomo 주지사의 종합적인 경제 개발 전략으로 구축되고 있습니다. 

주지사는 2014년 12월에 연구에서 마켓플레이스로 전환하는 기업을 지원하고 

뉴욕주에서 사업을 유지하고 성장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5,000만 달러의 뉴욕주 혁신 

벤처 자본 기금 (New York State Innovation Venture Capital Fund)을 출범시켰습니다. 그 

기금은 최근에 1억 달러로 확대되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 

(ESD)는 뉴욕주 전 지역의 혁신, 일자리 만들기, 기업가 정신 등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4,500만 달러의 종자 단계 기업 주식 기금인 뉴욕주의 이노베이트 뉴욕 (Innovate NY) 

프로그램도 관리합니다. 이노베이트 뉴욕 (Innovate NY) 프로그램은 소기업을 위해 추가 

민간 투자 45,000만 달러 이상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뉴욕주 인증 소수자 및 여성 소유기업 (MWBE)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www.ny.gov/MWBECertification 를 방문하거나 (212) 803-2414번으로 전화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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