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0년 9월 16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300만 달러 규모의 그로우 뉴욕 글로벌 식품 및 농업 사업 공모전 2차 

라운드 결선 진출자 20팀 발표  

  

27개국 260개 이상의 스타트업 기업이 혁신적인 멘토링 프로그램 참가 자격을 두고 경쟁  

  

센트럴 뉴욕 성장, 핑거 레이크스 포워드, 서던 티어 부흥 등 지역사회를 활성화 및 경제 

성장을 위한 종합적인 지역 전략인 업스테이트 활성화 계획이 식품 및 농업 산업 

공모전을 지원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그로우 뉴욕(Grow-NY) 2차 라운드 참가자 중 결선 

진출자 20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로우 뉴욕은 센트럴 뉴욕, 핑거 레이크스, 서던 티어 

지역에서 성장하고 있는 식음료, 농업 혁신 클러스터 개선에 집중하여 식품 혁신 및 농업 

기술 기업을 모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결선 진출자는 이러한 이니셔티브에 참가한 

260개 이상의 스타트업 중에서 선정되었습니다. 그로우 뉴욕(Grow-NY) 지역에는 

업스테이트 뉴욕 22개 카운티의 농업 지역사회을 비롯해, 로체스터와 시러큐스, 이타카, 

빙엄턴 등 주요 도시 중심 지역도 포함됩니다. 코넬 대학(Cornell University)의 지역 경제 

발전 센터(Center for Regional Economic Advancement)에서 공모전을 운영하며, 

뉴욕주는 주지사의 센트럴 뉴욕 성장(CNY Rising), 핑거 레이크스 포워드(Finger Lakes 

Forward), 서던 티어 부흥(Southern Tier Soaring) 등 세 지역과 관련이 있는 주지사의 

업스테이트 활성화 계획(Upstate Revitalization Initiative)를 통해 그로우 뉴욕에 자금을 

제공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세계적 수준의 식품 및 농업 산업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로우 뉴욕 공모전은 이 중요한 

산업을 더욱 변화시킬 새롭고 혁신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데 헌신할 준비가 된 다양하고 

혁신적인 기업들을 유치햇습니다. 그로우 뉴욕 같은 집중적인 조치를 통해 이러한 지역 

경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우리가 더욱 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뉴욕주 

전체의 성장을 촉진할 것입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의 농업 경제는 농장과 현지 제품에 

대한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로우 뉴욕 공모전의 첫 번째 

라운드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으며, 이 업계를 더욱 강력하게 만들 2차 라운드의 결선 

진출자들의 잠재력을 확인하여 기쁩니다. 이 회사들은 지속 가능성을 바꾸고 뉴욕 

주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개선함으로써 업계에 혁명을 일으키기 위한 아이디어와 계획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모전의 모든 최종 진출자와 우승자에게 축하를 보내며, 이 

혁신적인 기업들이 뉴욕에서 성장하고 번창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아르헨티나, 독일, 이스라엘을 포함한 27개국 총 264개 스타트업이 참가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뉴욕의 98개 업체를 포함해 총 26개 주에서 참가했습니다. 지원자 중 29 

퍼센트의 경우 여성인 창립자가 있었으며, 32 퍼센트는 참여도가 낮은 소수자 출신의 

창립자가 있었습니다. 선정된 결선 진출자 20명은 올 11월 그로우 뉴욕 식품 및 농업 

서밋(Grow-NY Food and Ag Summit)에서 사업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로우 

뉴욕을 통해 총 300만 달러의 상금을 일곱 개 수상자가 나누어 갖습니다. 1등은 100만 

달러, 2명은 500,000 달러, 4명은 250,000 달러의 상금을 받습니다. 우승자는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산업 파트너와의 업무 협력을 통해 그로우 뉴욕 지역에 긍정적인 경제적 

영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결전 진출자로 선정된 20개 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애그테라스(AGTrace), 브라질 플로리아노폴리스 - 이해 관계자를 연결하는 

동시에 농업 정보를 통합하고 데이터를 포착, 저장 및 처리하는 추적 솔루션 제공  

• 아르팩(ARPAC), 브라질 포르토 알레그로 - 빠르고 현지화된 방식으로 살충제를 

살포하는 중형 드론을 균일하고 정밀한 방식으로 제작 및 통합  

• 아사라시(Asarasi), 뉴욕 카토나 - 메이플 산업에서 발생하는 메이플 워터 부산 

폐기물의 97 퍼센트를 재활용하여 일반적인 생수에 대한 지속 가능한 대안을 제공  

• 브라이라이프 푸드(brytlife foods), 뉴욕 케홍크슨— 채식 아티잔 치즈 및 요거트 

제조를 위한 지속 가능한 원료를 제공하여 100 퍼센트 식물성 원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 단계 높은 영양 제공  

• 칸디더스(Candidus), 조지아 헐 - 상업용 온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비용 효율성이 

높은 보조 조명 전략 및 관리 시스템 개발  

• 크리스털 크릭 오가닉스(Crystal Creek Organics), 뉴욕 로체스터 - 액체 분뇨에 

포함된 용해성 인산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불용성 고체 부산물 변환  

• 프레시소스(FreshSource), 이집트 기자 - 소규모 농부들에게 공정하고 현대적이며 

투명한 시장으로 연결 제공  

• 할로마인(Halomine), 뉴욕주 이타카 — 식품 공급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항균 

제품 개발  

• 이너플랜트(InnerPlant), 캘리포니아 데이비스 - 식물을 살아있는 센서로 유전자 

변환하여 수율 개선 및 농화학 폐기물 감축  

• 립 푸드(Leep Foods) 뉴욕주 로체스터 - 소비자 및 레스토랑을 위해 영양이 

풍부한 미국 활엽수에 재생 토양 방법을 활용하여 프리미엄 유기농 버섯 재배  

• 노르디텍트(Nordetect), 덴마크 코펜하겐 - 농식품(AgriFood) 산업의 영양소에 

대한 신속한 화학 분석 제공  

• 노훼이(Norwhey) 뉴욕주 이타카 - 뉴욕주에서 생산한 요구르트 유장을 맛있고 

지속 가능한 주류로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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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트모스(PittMoss), 펜실베이니아 앰브리지 - 대부분의 이탄 기반 

혼합물에서보다 식물이 더욱 잘 자라는 것으로 입증된 차세대 성장 촉진제 생산  

• 퓨어스페이스(PureSpace). 대한민국 부산- 에틸렌 가스, 공수 곰팡이, 바이러스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분해하여 유통 기한을 연장하고 식품 안전성 향상  

• 리-뉴블(Re-Nuble) 뉴욕주 뉴욕 — 음식물 폐기물을 무토양 농업에 활용할 수 

있는 산업 등급의 수용성 유기 수경 영양소로 변환  

• 라이프.아이오(Ripe.io), 뉴욕주 뉴욕 - 음식의 원산지, 여행 및 품질에 대한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 제공  

• 심플리 굿 자(Simply Good Jar), 펜실베이니아 필라델피아 — 편리한 포장 식품 

형태로 지속 가능하게 레스토랑 수준의 음식을 이용할 수 있는 접근 범위 확대  

• 소프레시(SoFresh), 위스콘신 플레전트 프레리 - 신선한 빵의 유통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유기 증기를 활용해 독특한 포장재 제조  

• 수스 테크놀로지(Soos Technology), 이스라엘 키드론 - 수컷 닭을 알을 낳을 수 

있는 암컷으로 변환시켜 암컷-수컷 컬링 현상 완화  

• 제티피(Zetifi),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 농부들이 부지 전역에 걸쳐 빠르고 신뢰할 

수 있는 연결성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  

  

모든 결승 진출자는 다음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 엄선된 비즈니스 어드바이저의 전담 멘토십  

• 심사 위원 대상 계획 발표를 연습할 수 있도록 추가 프리젠테이션 교육  

• 잠재적 파트너 및 기회에 접근할 수 있는 사업 발전 지원 및 워크숍  

• 결선 진출자 대표팀을 위한 네트워킹 소개, 비즈니스 투어, 귀중한 만남.  

  

그로우 뉴욕 식품 및 농업 서밋은 2019년 로체스터에서 개최되었으며 900명 이상의 

참가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안전 지침을 준수하여 가상 

방식을 활용해 올해 11월 17일 및 18일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결선 진출자들은 판정 

패널에게 실시간으로 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질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참가자들은 또한 식량 및 농업 산업이 직면한 가장 큰 이슈를 논의하는 패널 

세션으로 구성된 심포지엄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현재 등록이 진행 중이며, 본 행사는 

무료로 일반 대중에게 공개됩니다.  

  

심사위원들은 다음 5가지 기준에 따라 최종 우승자를 결정합니다.  

  

• 상업화 및 사업 모델 실행 가능성 - 참가자의 수익 창출, 경쟁적이며 지속 가능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원가 구조 유지, 기술적 준비 구현 또는 회사의 가치 제안 완수 

가능성  

• 고객 가치 - 참가자가 고객이 지불하기를 원하는 물건을 제공하고 큰 시장을 다룰 

수 있는 정도  

• 식품 및 농업 혁신 - 참가자가 식품 및 농업의 최신 기술에 영향을 미치고 해당 

시장에서 세계적 혁신 리더인 업스테이트 뉴욕의 위치에 기여하는 정도  

• 지역 일자리 창출 - 그로우 뉴욕을 통한 고급 일자리 창출 가능성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e0afeb19-bc89dfad-e0ad122c-000babd9fe9f-cc919c165c9064b1&q=1&e=70726d23-4ecb-468e-900a-f2cdc8757c73&u=http%3A%2F%2Fwww.pittmoss.com%2F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e0afeb19-bc89dfad-e0ad122c-000babd9fe9f-cc919c165c9064b1&q=1&e=70726d23-4ecb-468e-900a-f2cdc8757c73&u=http%3A%2F%2Fwww.pittmoss.com%2F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4e4b79f4-126d4d40-4e4980c1-000babd9fe9f-396309a473cfdd89&q=1&e=70726d23-4ecb-468e-900a-f2cdc8757c73&u=http%3A%2F%2Fwww.purespace.io%2F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4e4b79f4-126d4d40-4e4980c1-000babd9fe9f-396309a473cfdd89&q=1&e=70726d23-4ecb-468e-900a-f2cdc8757c73&u=http%3A%2F%2Fwww.purespace.io%2F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ca7847ea-965e735e-ca7abedf-000babd9fe9f-b36227c404ae8d4e&q=1&e=70726d23-4ecb-468e-900a-f2cdc8757c73&u=http%3A%2F%2Fwww.re-nuble.com%2F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ca7847ea-965e735e-ca7abedf-000babd9fe9f-b36227c404ae8d4e&q=1&e=70726d23-4ecb-468e-900a-f2cdc8757c73&u=http%3A%2F%2Fwww.re-nuble.com%2F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cd4fdbc5-9169ef71-cd4d22f0-000babd9fe9f-bedb0eee8710cd66&q=1&e=70726d23-4ecb-468e-900a-f2cdc8757c73&u=http%3A%2F%2Fwww.ripe.io%2F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cd4fdbc5-9169ef71-cd4d22f0-000babd9fe9f-bedb0eee8710cd66&q=1&e=70726d23-4ecb-468e-900a-f2cdc8757c73&u=http%3A%2F%2Fwww.ripe.io%2F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f356a1cc-af709578-f35458f9-000babd9fe9f-afaea3799cc9d536&q=1&e=70726d23-4ecb-468e-900a-f2cdc8757c73&u=http%3A%2F%2Fwww.simplygoodjars.com%2F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f356a1cc-af709578-f35458f9-000babd9fe9f-afaea3799cc9d536&q=1&e=70726d23-4ecb-468e-900a-f2cdc8757c73&u=http%3A%2F%2Fwww.simplygoodjars.com%2F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23fe28e8-7fd81c5c-23fcd1dd-000babd9fe9f-c0f3d3d3377cc5c4&q=1&e=70726d23-4ecb-468e-900a-f2cdc8757c73&u=http%3A%2F%2Fwww.sofresh.com%2F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23fe28e8-7fd81c5c-23fcd1dd-000babd9fe9f-c0f3d3d3377cc5c4&q=1&e=70726d23-4ecb-468e-900a-f2cdc8757c73&u=http%3A%2F%2Fwww.sofresh.com%2F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689c779b-34ba432f-689e8eae-000babd9fe9f-50f0e680c99a41fd&q=1&e=70726d23-4ecb-468e-900a-f2cdc8757c73&u=http%3A%2F%2Fzetifi.com%2F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689c779b-34ba432f-689e8eae-000babd9fe9f-50f0e680c99a41fd&q=1&e=70726d23-4ecb-468e-900a-f2cdc8757c73&u=http%3A%2F%2Fzetifi.com%2F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c302903c-9f24a488-c3006909-000babd9fe9f-c033da202f1ac884&q=1&e=70726d23-4ecb-468e-900a-f2cdc8757c73&u=https%3A%2F%2Fwww.grow-ny.com%2F


 

 

• 팀 - 팀의 질 및 완전성, 결과를 낼 준비가 되었는지 여부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의 사장 겸 최고경영자 

임명자인 Eric Gertler 커미셔너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로우 뉴욕 사업 공모전 

2차 라운드는 핑거 레이크스, 센트럴 뉴욕, 서던 티어 경제를 성장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할 농업 혁신을 실현하기 위해 헌신하는, 재능있는 스타트업과 기업가들을 전 

세계로부터 뉴욕주로 불러 모았습니다." 

  

Richard A. Ball 뉴욕주 농업부(State Agriculture)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로우 뉴욕 공모전은 뉴욕 농업 산업의 다양성을 강조하며, 신흥 기업들은 농장의 첨단 

솔루션에서부터 식품 안전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문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올해 

농업이 우리 지역사회와 경제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혁신을 

통해 산업 발전을 견인할 결선 진출자들께 축하의 말을 전합니다."  

  

센트럴 뉴욕 지역경제개발협의체(Central New York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 (REDC))의 공동의장이자 센트럴 뉴욕 제조자 

연합(Manufacturers Association of Central New York, MACNY)의 대표 겸 

최고경영자인 Randy Wolken, 그리고 오스웨고 뉴욕 주립 대학교 

(State University of New York)의 Deborah Stanley 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계속 농업과 식품 산업의 글로벌 리더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창조적 공모전은 지역 일자리 성장을 더욱 단단하게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 지역사회에 

대한 또 하나의 투자를 보여줍니다. 지역경제개발협의체(REDC)는 센트럴 뉴욕에서 

우리의 농업 기반을 지원하여 향후에도 지역이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핑거 레이크스 지역경제개발협의체(Finger Lakes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공동 위원장 겸 그레이터 로체스터 상공회의소(Greater Rochester Chamber of 

Commerce) 대표 겸 최고경영자인 Bob Duffy 및 뉴욕 주립 대학교 제네소 캠퍼스 

학장인 Denise Battles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로우 뉴욕 공모전 신규 

라운드를 통해 혁신적인 기업가들이 지역 산업 파트너 및 멘토와 연계시키려는 Cuomo 

주지사를 지원할 수 있어 기쁩니다. 농업과 식품 산업은 핑거 레이크스 포워드(Finger 

Lakes Forward) 추진의 핵심으로, 향후 우리가 번영하는 지역 경제를 유지 및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서던 티어 지역경제개발협의체(Southern Tier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의 공동의장이자 경제개발을 위한 스카일러 카운티 파트너십(Schuyler County 

Partnership for Economic Development)의 Judy McKinney Cherry 상임이사 및 

브룸 커뮤니티 칼리지(Broome Community College) 학장인 Kevin Drumm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던 티어 소어링 업스테이트 활성화 계획(Southern Tier Soaring 

Upstate Revitalization Initiative)은 농업에 매우 집중하며, 농업 산업을 우리 지역의 

지속적인 경제적 성공을 위해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로우 뉴욕 



 

 

공모전의 향후 라운드는 이러한 발전적 아이디어를 가진 혁신가들을 도와 향후 지역 

경제 부흥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그로우 뉴욕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시려면, grow-ny.com을 

방문해주십시오. 코넬 지역 경제 발전 센터(Cornell Center for Regional Economic 

Advancement)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시려면 https://crea.cornell.edu를 

방문해주십시오.  

  

핑거 레이크스 포워드(Finger Lakes Forward) 계획의 촉진  

오늘 발표된 내용은 견고한 경제 성장과 지역사회 개발을 창출하기 위한 지역의 종합 

청사진인 "핑거 레이크스 포워드"를 보충합니다. 뉴욕주는 이 계획을 위한 준비작업을 

위해서 2012년부터 이미 80억 7천만 달러 이상을 이 지역에 투자했으며, 포토닉스, 농업, 

식품 생산, 첨단 제조업 등을 비롯한 주요 산업에 투자해왔습니다. 현재 이 지역은 

Cuomo 주지사가 2015년 12월에 발표한 업스테이트 활성화 계획(Upstate Revitalization 

Initiative)을 통해 뉴욕주에서 제공하는 5억 달러의 투자금으로 핑거 레이크스 포워드 

계획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주 정부의 5억 달러 규모 투자로 인해, 민간 기업에서 25억 

달러가 훨씬 넘는 투자를 하도록 장려하고, 제출된 해당 지역의 투자 계획에 따르면 이 

지역에 최대 8,2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센트럴 뉴욕 성장 계획 촉진  

오늘의 발표는 강력한 경제 성장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지역 종합 청사진인 "센트럴 

뉴욕 성장" 계획을 보완합니다. 뉴욕주는 이미 2012년부터 글로벌 시장 기회 활용, 

기업가 정신 강화, 포괄적 경제 창출 등 이 계획에 대한 준비 작업을 위해 이 지역에 약 

63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이제 이 지역은 Cuomo 주지사가 2015년 12월에 발표한 

업스테이트 활성화 계획(Upstate Revitalization Initiative)을 통해 뉴욕주가 제공하는 5억 

달러의 투자금으로 센트럴 뉴욕 성장 계획을 가속하고 있습니다. 주 정부의 5억 달러 

규모 투자로 인해, 민간 기업에서 25억 달러가 훨씬 넘는 투자를 하도록 장려하고, 

제출된 해당 지역의 투자 계획에 따르면 이 지역에 최대 5,9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던 티어 부흥 사업 촉진  

오늘의 발표는 강력한 경제 성장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서던 티어 지역의 종합 발전 

계획인 "서던 티어 부흥" 사업을 보완합니다. 재능 있는 인력을 유치하여 기업을 

성장시키고 혁신을 추진하면서 이 계획을 위한 기초를 다지기 위해, 주 정부는 이미 

2012년 이후 이 지역에 74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 왔습니다. 이제 이 지역은 Cuomo 

주지사가 2015년 12월에 발표한 업스테이트 활성화 계획을 통해 주 정부가 조성한 5억 

달러의 투자금으로 서던 티어 부흥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주 정부의 5억 달러 

규모 투자로 인해, 민간 기업에서 25억 달러가 훨씬 넘는 투자를 하도록 장려하고, 

제출된 해당 지역의 투자 계획에 따르면 이 지역에 최대 10,2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43670071-1f4134c5-4365f944-000babd9fe9f-26af237f4b5bd80a&q=1&e=70726d23-4ecb-468e-900a-f2cdc8757c73&u=https%3A%2F%2Fwww.grow-ny.com%2F
https://crea.cornell.edu/
https://esd.ny.gov/finger-lakes-forward-uri
https://esd.ny.gov/central-ny-rising-uri
https://esd.ny.gov/southern-tier-soaring-u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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