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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서던 티어의 경제를 성장시키는 첫 번째 76서부 청정 에너지 사업 대회 

(76WEST CLEAN ENERGY BUSINESS COMPETITION)의 수상기업들 발표 

 

청정 에너지 기술을 개발하여 관련 사업을 성장시키며 일자리를 창출해서 청정 에너지 

경제를 촉진시키기 위한 175곳의 지원업체 중 6곳의 기업 수상 

 

2030년까지 재생가능한 에너지원로부터 50퍼센트의 전력을 충당하기 위한 뉴욕주의 

청정 에너지 기준 (Clean Energy Standard)을 지원하는 대회 

 

대회의 2번째 라운드를 촉발한 시상식 - 12월 1일 개시하는 신청서 접수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서던 티어에서 청정 에너지 사업을 지원하고 

성장시키는데 중점을 두는 전국 최대 규모의 대회 중 하나인 76서부 청정 에너지 사업 

대회 (76West Clean Energy Business Competition)에서 우승한 6개의 기업들을 

발표했습니다. 셔멍 카운티의 호스헤즈에 위치한 광학센서 회사인 Micatu는 상금 100만 

달러의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대회는 또한 온실 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지녔으며 더욱 저렴한 청정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기업들의 혁신적인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서, 1개의 50만 달러의 상금 상과 4개의 25만 달러의 상금 상을 

기업들에게 수여했습니다. 이 대회는 주지사의 국가 주도 청정 에너지 기준 (Clean 

Energy Standard)에 따라 2030년까지 재생가능한 에너지원으로부터 전력량의 

50퍼센트를 얻고자 하는 뉴욕주의 노력을 촉진시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던 티어에서 가장 영리하며 혁신적인 기업가들 

중 일부를 유치함으로써, 76서부 (76West) 대회는 뉴욕주의 청정 에너지 경제를 

발전시키면서, 이 지역 전체의 경제 성장에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청정 에너지 

기술을 사용하여 서던 티어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며 뉴욕주를 더욱 깨끗하고 

친환경적으로 만들 수 있는 이 수상 기업들에게 축하를 보냅니다.” 

 

76서부 (76West) 대회는 청정 기술 경제 발전 및 리더십을 조성하며, 뉴욕주의 번창하는 

청정 경제에서 기반을 찾고있는 기업들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있는 강력한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는 서던 티어의 혁신적인 기업가 정신을 확장하여 주지사의 에너지 개혁 

비전 (Reforming the Energy Vision, REV) 전략을 지원합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빙엄턴 대학교 (Binghamton University)의 시상식에서 수상 

기업들을 발표했습니다. 이 행사에서는 또한 76서부 (76West) 대회의 2번째 라운드가 

시작되었습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에서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우리의 

에너지 수요를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혁신적인 해결책을 개발할 수 있는 대단한 잠재력을 

보여준 76서부 (76West) 대회를 개최하면서 그 첫 번째 수상기업들에게 상을 수여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Cuomo 주지사님의 리더십 아래, 이 청정 에너지 기업가들은 서던 

티어를 번창하는 청정 기술 지역사회로 변모시키는데 지속적으로 필수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6곳의 수상 기업들은 심사 위원들에게 여러 번의 단기 대면 심사 및 지역 전문가들의 

멘토링을 포함한 엄격한 경쟁을 치른 후 선정되었습니다. 결승 진출 기업들은 100만 

달러 상금의 최우수상 1개, 50만 달러 상금의 상 1개, 25만달러 상금의 상 4개를 놓고 

경쟁했습니다. 총액 250만 달러가 수여되었습니다. 수상 기업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금 100만 달러 최우수상 수상 기업:  

· Micatu - 뉴욕주 호스헤즈: 공공사업이 에너지 사용을 줄임으로써 온실 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대단히 정확하게 전압 판독 기능을 제공하는 광학센서를 

만듭니다. 

 

상금 50만 달러 상 수상 기업:  

· Charge CCCV (C4V) – 뉴욕주 빙엄턴: 통신 시스템 및 전체 비용을 절감 할 수 

있도록 긴 수명의 저장이 필요한 기타 산업에 사용할 수있는 에너지 저장 

배터리를 생산합니다. 

상금 25만 달러 상 수상 기업들:  

· ChromaNanoTech – 뉴욕주 빙엄턴: 건물이 더욱 시원하게 유지되며 에어컨 

부하가 감소되도록 유리창은 투명하게 유지하지만 자외선은 차단하는 염료를 

제조합니다. 

· DatArcs – 뉴욕주 뉴욕시: 시스템 성능을 유지하면서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소비를 경감시키는 서버 소프트웨어를 제공합니다. 

· Global Thermostat – 뉴욕주 뉴욕시: 이산화탄소를 공기 중에서 포착하여 온실 

가스를 감소시킨 후에 정화한 다음, 기업들의 제조 목적으로 그것을 필요로 하는 

업계 기업들에게 판매합니다. 

· Besstech – 뉴욕주 트로이: 에너지 저장 배터리를 더욱 저렴하며 빠르게 

충전하고 환경 친화적으로 만드는 실리콘 부품을 생산합니다. 

 

76서부 (76West) 대회에 대한 응답은 뉴욕주가 전국적이며 전 세계적인 무대에서 청정 

기술 리더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대회는 첫 번째 라운드에서 

뉴욕주 전 지역, 전국, 전 세계 전 지역으로부터 175장의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원래 

서던 티어 출신 기업들 보낸 총 71장 (40퍼센트)의 신청서, 뉴욕주의 다른 지역에서 온 

70장의 신청서, 캘리포니아, 매사추세츠, 텍사스, 네바다 등을 포함한 다른 주에서 온 

23장의 신청서, 터키, 스페인, 이스라엘 등 세계 각국에서 보내 온 11장의 신청서가 

도착했습니다. 

 

175곳의 신청 기업 중 24곳의 기업들이 5월에 1주일간 멘토링을 받는 준결승전에 

진출하도록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준결승 진출 기업들은 해당 기업의 제안서를, 

기술 공로, 비즈니스 성장 가능성, 일자리 잠재력, 서던 티어에 대한 혜택을 포함한 



기준에 따라 최종 6곳의 후보 기업을 선정한 심사 위원들에게 제출했습니다. 여름 동안, 

6곳의 최종 결선 진출 기업들은 다시 한번 해당 기업의 제안서를 최종 수상 기업들을 

추천한 심사 위원들에게 제출했습니다. 

 

2016년 12월 1일부터 2017년 3월 13일까지 76서부 (76West) 대회의 두 번째 

라운드에 대한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관심있는 기업들은 여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Richard Kauffman, 뉴욕주 에너지 및 금융국 (New York State Energy and Finance) 

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광범위한 신생 기술을 대표하는 76서부 

(76West) 대회 수상 기업들을 보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서던 티어에서 발견된 청정 

기술 산업과 기업가 정신은 주지사의 에너지 에너지 개혁 비전 (Reforming the Energy 

Vision)을 촉진시키며 야심에 찬 청정 에너지 목표를 달성하도록 도우면서 청정 기술 

혁신과 경제 개발을 이 지역에서 도모하고 있습니다.” 

 

John B. Rhodes 뉴욕주 에너지 연구개발청 (New York State Energy Research and 

Development Authority, NYSERDA) 청장 겸 CE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청정 에너지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이미 전 세계의 인재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76서부 

(76West) 대회 수상기업들은 모든 뉴욕 주민들을 위한 깨끗하며 회복력있고 저렴한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Cuomo 주지사의 에너지 목표를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이러한 활동을 보완합니다.” 

 

Howard Zemsky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 (Empire State Development) 사장 겸 

CEO 및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76서부 (76West) 대회의 수상기업들은 커다란 

잠재력을 지닌 혁신적인 기업들입니다. 저는 이 성과에 대해서 축하드리는 바입니다. 

청정 기술 산업 개발 및 고성장 기업에 대한 Cuomo 주지사님의 투자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서더 티어 경제을 강화시킬 것입니다.” 

 

Harvey Stenger 서던 티어 지역 지역경제개발협의체 (Southern Tier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 공동의장 겸 빙엄턴 대학교 (Binghamton 

University) 총장과 Tom Tranter, Corning Enterprises 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정 기술 산업 지원 및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 조성에 주력하는 서던 티어는 차세대를 

위해 더욱 깨끗하며 친환경적이고 번창하는 경제의 무대를 마련했습니다. 우리는 

주지사님의 청정 에너지 사업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76서부 (76West) 대회를 통해 우리 지역이 제공해야 하는 것들 모두를 

수상기업들이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Jeff Belt 웨스턴 뉴욕 지역경제개발협의체 (Western New York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 공동 의장 겸 SolEpoxy 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의적인 

사고 에너지를 활용하며 꿈을 가진 인재들을 격려하고 모든 주민들에게 혜택을 가져다 

주는 천재적 아이디어를 촉진하기 위해 Cuomo 주지사님은 76서부 (76West) 대회를 

만들었습니다. 이 수상 기업들의 기술들은 혁신적이며 전 세계 뿐만 아니라 뉴욕주에도 

커다란 혜택이 될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https://www.nyserda.ny.gov/All-Programs/Programs/76west/Apply-Now


Satish K. Tripathi 웨스턴 뉴욕 지역경제개발협의체 (Western New York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 공동 의장 겸 버펄로 대학교 (University at Buffalo) 

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76서부 (76West) 대회는 뉴욕주의 청정 에너지 부문에 

에너지와 자극을 주고 있습니다. 수상기업들이 만든 기술이 뉴욕주의 에너지 목표를 

촉진시키며 우리 지역의 청정 기술 산업을 좀 더 발전시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싶습니다.” 

 

Fred Akshar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서던 티어 최초의 76서부 청정 

에너지 사업 대회 (76West Clean Energy Business Competition)에서 상위 세 기업에 

속하게 된 Charge CCCV (C4V)와 ChromaNanoTech에게 축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에너지를 더 저렴하게 만들면서 기후를 개선 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 해결책을 개발한 

수상 기업들의 능력이 이 상을 수여한 이유입니다. 저는 52번째 상원 선거구 (Senate 

District) 유권자들의 창의력과 직업 윤리에 지속적으로 놀라고 있습니다.” 

 

Donna Lupardo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76서부 (76West) 대회의 목표는 청정 

에너지 부문으로 기업가들을 유치하여 서던 티어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수상기업들은 우리 지역에서 진행 중인 경기 부양책에 가장 확실하게 힘을 더해 줄 

것입니다. 저는 175건의 제안서에서 선정된 6곳의 수상기업들 중 3곳의 기업들이 또한 

서던 티어 출신 임을 알고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서던 티어를 위해 이 흥분되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 점에 대해서 주지사님, 뉴욕주 에너지 연구개발청 (NYSERDA), 정부 

제휴기관들에게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올해는 뉴욕주 에너지 연구개발청 (NYSERDA)의 관리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1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2,000만 달러 규모의 경쟁 및 지원 프로그램인 76서부 

(76West) 대회의 첫 번째 해입니다. 매년 신청 기업들은 100만 달러 상금의 최우수상 

1개, 50만 달러 상금의 상 1개, 25만달러 상금의 상 4개를 놓고 경쟁하게 됩니다. 

76서부 (76West) 대회는 지역별 온실가스 프로그램 (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 RGGI)과 청정 에너지 기금 (Clean Energy Fund, CEF)을 통하여, 통틀어서 

상금 1,000만 달러와 사업 지원, 마케팅, 관리를 위해 1,000만 달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수상 조건에 따라, 기업들은 반드시 서던 티어로 이전하거나 서던 티어 기업들과의 

공급망 체인, 일자리 개발 같은 서던 티어와의 관계, 또는 기타 부의 창출을 증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서던 티어 기업들과의 전략적 관계를 확립해야 합니다. 기업들이 

이미 서던 티어에 있다면, 그 기업들은 이 지역의 사업 및 고용을 실질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반드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서던 티어의 도약 

오늘의 발표는 선진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인재를 유치하며 사업을 성장시키고 

혁신을 촉진하는 이 지역의 청사진인 “서던 티어의 도약 (Southern Tier Soaring)”을 

보완합니다. 업스테이트 부양 계획(Upstate Revitalization Initiative)을 통해서 뉴욕주가 

서던 티어에 5억달러의 역사적인 투자를 한다고, Cuomo 주지사는 2015년 12월에 

발표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지도 아래, 뉴욕주는 서던 티어에 319,3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여 지역 목표를 앞당기는 도움을 주어서, 서던 티어의 실업률은 올해 같은 

기간 동안 2010년 10월의 7.6퍼센트에서 4.8퍼센트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정 에너지 기금 소개 

10년 기간의 53억 달러 규모인 청정 에너지 기금은 모든 뉴욕 주민들을 위해서 

깨끗하고, 탄력적이며, 가격이 적정한 에너지 시스템을 달성하기 위한 뉴욕 주 에너지 

개혁 비전 전략의 핵심 요소입니다. 이것은 지방세 징수액을 감소시키고, 경제 개발을 

추진하며, 청정 에너지 사용과 에너지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뉴욕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주 전역에 걸쳐 소득 수준이 낮거나 중간인 

지역사회에 특히 혜택을 주기 위해서 청정 에너지 기회를 지원하기 위한 최초 3개년에 

걸친 최소 23,400만 달러의 자금 지원이 포함됩니다. 청정 에너지 기금(CEF)에서는 

공세적인 청정 에너지 기준 (Clean Energy Standard)도 지원하는데, 이 기준에서는 

2030년까지 우리 주 전력의 50퍼센트가 재생 가능 에너지 출처로부터 공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 온실가스 프로그램 (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 RGGI) 소개 

지역 온실가스 프로그램 (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은 기후 변화를 야기하는 

이산화탄소 배출 한도를 정하고, 비용 효과적으로 이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혁신적인 

시장 기반 메커니즘을 사용하기 위한 국내 최초의 프로그램이며, 뉴욕주는 배출가스 

허용한도를 낮춘 규정을 채택함에 있어서 선도적 역할을 했습니다. 뉴욕주에 있는 

발전소에서 나오는 배출가스는 2005년 이래 약 45퍼센트 감소하였으며, 지역 온실가스 

프로그램 (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 허용량 경매 수익금은 전기료 지출을 

줄이고 수천 개의 녹색 에너지 부문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에너지 개혁 비전 소개 

에너지 개혁 비전 (Reforming the Energy Vision, REV)은 Andrew M. Cuomo 주지사의 

기후 변화에 대비하고, 뉴욕 주 경제 성장을 이끌기 위한 전략입니다. 에너지 개혁 비전 

(REV)는 2030년까지 재생 가능 에너지로부터 뉴욕주 전력 필요량의 50퍼센트를 

공급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뉴욕주의 청정 에너지 기준 (Clean Energy Standard)을 

최근에 채택한 조치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태양열, 풍력 등의 청정 기술과 에너지 효율에 

대한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모든 뉴욕 주민들을 위해서 보다 청정하고, 회복력이 있으며, 

가격이 적정한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미 에너지 개혁 비전 (REV)은 주 

전역의 태양열 시장에서 600퍼센트의 성장을 이끌고 냈고, 105,000개가 넘는 저소득 

가구들이 에너지 효율성을 통해 전기 요금을 영구적으로 절감할 수 있게 해주었으며, 

제조업, 엔지니어링 및 그 밖의 청정 기술 분야에서 수천 개의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에너지 개혁 비전 (REV)은 뉴욕주가 주 전역의 온실가스 배출을 2030년까지 40퍼센트 

줄이고, 2050년까지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목표인 배출량의 80퍼센트 감축을 

달성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주지사의 청정에너지 기술 및 혁신에 대한 53억 달러 

투자를 포함해서, 에너지 개혁 비전 (REV)에 관해 좀 더 알아보려면, 

www.ny.gov/REV4NY를 방문하시고, @Rev4NY에서 우리를 팔로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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