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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및 이스라엘 혁신 관리청(ISRAEL INNOVATION AUTHORITY),
연대 및 무역 임무 중 두 정부간 새 경제 개발 기회를 촉진하기 위한 200만 달러
규모의 파트너십 합의 발표

스마트 시티 혁신 파트너십 (Smart Cities Innovation Partnership), 뉴욕과
이스라엘 도시 간 혁신 기술 , 연구 , 인재 , 사업 자원 공유할 예정
핫스팟 및 인큐베이터 프로그램 (Hot Spot and Incubator Program), 사이버 보안
분야 , 무인 항공기술 (Unmanned Aerial Systems, UAS)/ 드론 , 생명공학 , 생명 과학
및 청정 에너지를 비롯하여 뉴욕의 이스라엘 투자자 지원에 집중할 예정
오늘 경제 개발 원탁회의에서 나온 발표로 이스라엘 사업체가 뉴욕과 협력할 기회
찾을 예정 - 여기에서 사진 확인 가능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이스라엘 혁신청(Israel Innovation Authority)과
두 신규 프로그램을 위한 200만 달러 규모의 파트너십 합의를 맺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뉴욕주와 이스라엘 간 경제 개발 연대를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ESD)와 이스라엘 혁신청(Israel Innovation Authority)은 사이버 보안, 공급망,
스마트 시티, 에너지, 무인 항공 조종기, 생명과학, 기타 분야의 공동 개발 및
혁신 해결책 상업화에 협조하기 위해 의향서(Declaration of Intent, DOI)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합의의 일환으로 뉴욕주와 이스라엘은 스마트 시티 혁신
파트너십(Smart Cities Innovation Partnership)을 만들 예정입니다. 이는 새로운
계획으로 뉴욕과 이스라엘 도시 간 혁신 기술, 연구, 인재, 사업 자원을 공유할
것입니다. 주지사는 또한 뉴욕주 핫스팟 및 인큐베이터 프로그램(Hot Spot and
Incubator programs)이 현재 엠파이어 스테이트에 투자할 의향이 있는 이스라엘
회사들에 새롭게 집중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이스라엘 경제 관계는 독특하며
강력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 관계를 더욱 좋게 만들고 싶습니다. 뉴욕의
미래는 기술 부문 성장에 있습니다. 뉴욕과 이스라엘 간 합작 투자를 하면 두
곳의 경제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새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뉴욕주 및
전국에서 반유대주의 공격이 늘어나는 이때, 저희는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나서

얼마나 슬프고 창피하고 신물이 나는지 알리고, 이를 내버려두지 않을 거라고
말하러 이곳에 왔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양분되고 혐오하는 험한 시기를 이겨낼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 중 하나는 문화적, 정치 경제적으로 깊은 저희
관계를 계속해서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혁신청(Israel Innovation Authority)의 Ami Appelbaum(박사) 회장 겸
경제 산업부(Ministry of Economy and Industry) 수석 과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술이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모든 면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Smart Cities)의 미래는 코앞에 있으며 신규 혁신 기술에 크게 좌우됩니다.
아메리카 오퍼레이션 데스크(Americas Operations desk), 경제부(Ministry of
Economy), Inon Elroy 씨가 관리하는 해외 무역 행정부(Foreign Trade
Administration, FTA), 북미 경제 장관(Economic Minister to North America)의
노력으로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SD)와 이스라엘 혁신청(Israel
Innovation Authority) 간 협력은 사이버 보안, 공급망, 에너지, 건강, 교통, 폐수,
수도, 시민 참여, 공원, 공무, 안전 등 두 정부의 전략적 관심사를 다루기 위해
스타트업 회사에 시범 프로그램 및 타당성 검증 장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혁신청(Israel Innovation Authority)의 의향서(Declaration of Intent)
해당 의향서(DOI)는 2018년 뉴욕주 에너지 연구개발청(New York Energy Research
and Development Authority, NYSERDA)과 이스라엘 혁신청(Israel Innovation
Authority)이 서명한 이해 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에 기반합니다.
이는 뉴욕 및 이스라엘 간 파트너십이 세계 마켓플레이스의 혁신 속도를 높일
신흥 청정 에너지 프로젝트에 집중하도록 지원하는 각서입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와 이스라엘 혁신청(Israel Innovation
Authority)은 뉴욕주 및 이스라엘 정부가 다음 사항들에 서약하는
의향서(Declaration of Intent)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

•

•

뉴욕 및 이스라엘 스타트업과 회사들이 두 장소의 엑셀러레이터와
인큐베이터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한다(뉴욕 핫스팟 및 인큐베이터
프로그램(New York Hot Spot and Incubator Program)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음),
뉴욕과 이스라엘이 동등한 양의 자원을 제공하고 사이버 보안,
공급망, 에너지, 건강, 교통, 폐수, 수도, 시민 참여, 공원, 공무, 안전
등 두 정부의 전략적 관심사를 다루는 참여 회사들에 적절한 시범
프로그램 및 타당성 검증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 '스마트 시티 혁신
파트너십(Smart Cities Innovation Partnership)' 발전을 목적으로 협력을
도모한다,
이스라엘 및 뉴욕주 회사 간 협동 혁신을 촉진하는 혁신 프로젝트용
합작 입찰, 이스라엘 및 뉴욕주 기반 회사를 위한 조직 활동을
발표한다,

•

스마트 시티 혁신 파트너십(Smart Cities Innovation Partnership) 및
기타 혁신 프로그램을 함께 작업할 기타 방법들을 찾는 작업 그룹을
만든다.

스마트 시티 혁신 파트너십(Smart Cities Innovation Partnership)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와 이스라엘 혁신청(Israel
Innovation Authority)을 포함할 스마트 시티 혁신 파트너십(Smart Cities Innovation
Partnership)은 뉴욕주 및 이스라엘 테스트 장소의 지역경제개발협의체(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 REDC) 지역에 스마트 시티(Smart Cities) 다섯 곳을
만들 보조금을 발표할 것입니다. 뉴욕 및 이스라엘 장소들은 협력하여 회사가
사업 개발, 기술 가속화, 멘토십에 도움이 될 새 시장 및 자원을 찾도록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는
이스라엘 혁신청(Israel Innovation Authority)과 함께 스마트 시티 혁신
파트너십(Smart Cities Innovation Partnership)을 지원할 200만 달러 보조금을
발표할 것입니다. 각 기관은 보조금을 1:1로 제공합니다. 해당 파트너십에
참여하는 도시들은 유사한 관심사와 전략적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각 도시의 몇몇 구역은 다음과 같은 목적 중 하나를 위해 테스트 장소로 지정될
것입니다.
•
•
•
•
•
•
•

신규 및 신흥 기술
사이버 보안
공급망
실시간 설비 모니터링
수자원 오염물 제거
무인 항공기술(UAS) 및/또는 자율 주행차 시험
교통 흐름 시스템

또한 해당 파트너십을 통해 전 세계 기업가, 학자, 기술 전문가, 회사를 초대하여
시험, 개발하고 혁신 기술을 입증할 것입니다. 파트너십은 학생 및 근로자가
지식과 경험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포함할 예정입니다. 각 스마트
시티(Smart City)는 회사들이 새 시장을 탐색할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연례 기술의
미래(Future of Technology) 날을 개최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회사에 새롭게 집중할 뉴욕주의 핫스팟 및 인큐베이터 프로그램(Hot
Spot and Incubator Programs)
512만 5,000달러 규모의 프로그램인 뉴욕주의 핫스팟 및 인큐베이터
프로그램(Hot Spot and Incubator programs)은 이스라엘 회사에 새롭게 집중할
것입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사이버 보안, 무인 항공기술(UAS)/드론, 생명기술,
생명과학, 청정 에너지, 에너지 효율성, 소수집단 및 여성 소유 기업(Minority &

Women-Owned Business Enterprises, MWBE)의 우선화 등 다양한 기술 부문을
지원합니다. 인큐베이터 및 핫스팟은 새 회사들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뉴욕주를
협동 상업화의 중심으로 만들 것입니다.
상호간 합의를 통해 뉴욕주 회사들이 공간을 가지고 이스라엘 엑셀러레이터 및
인큐베이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할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및 뉴욕
프로그램 관리자들은 활발히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회사를 발굴하고 채용할
것입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의 과학, 기술,
혁신부(NYSTAR)는 핫스팟 및 인큐베이터 프로그램(Hot Spot and Incubator
Program)을 관리합니다. 이는 신생 회사를 돕고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집중하는
30개 이상의 센터를 포함합니다.
또한 인큐베이터 및 핫스팟은 뉴욕 주립 대학교(SUNY) 및 뉴욕 시립
대학교(CUNY)와 협력하여 학생 훈련 기회 및 기타 협동 작업을 만들 예정입니다.
인큐베이터 및 핫스팟이 제공하는 추가 서비스에는 멘토링, 상담, 부트캠프
워크샵 기회, 상업화 연구를 위한 기술 지원, 물리적 공간, 연구자 및 장비 이용
기회가 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President)의 Howard
Zemsky 사장, 최고경영자 겸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과 이스라엘의
경제 파트너십은 성장과 혁신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둘 다를 지원합니다. 이
새로운 파트너십을 통해 드론에서 생명과학까지 다양한 우선사항에 대한 경제
협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뉴욕과 이스라엘 회사, 기업가들에게 혜택을 줄
것입니다."
뉴욕 주립 대학교(SUNY)의 Kristina M. Johnson 명예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도로 숙련된 차세대 근로자들을 교육하는 것은 뉴욕 주립 대학교(SUNY)의
중심 사명입니다. 저희는 이스라엘과의 새 협동에 참여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이 중요 파트너십을 통해 저희는 학생들에게 기술 부문 연구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독특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이로써 뉴욕을 다시 한번 혁신 및
고등교육의 리더로 만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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