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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로체스터에서 열린 루미네이트  뉴욕(LUMINATE NY) 기업 성장 

촉진 대회의 두 번째 라운드  우승자 발표  

  

로체스터 소재의 기업 오비츠(Ovitz)가 1위로 100만 달러 상금 획득  

  

추가로 3곳의 광학, 포토닉스, 이미징 기업이 후속 자금 지원을  획득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고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이 지역의 종합 전략인 “핑거 

레이크스 포워드(Finger Lakes Forward)”로 뉴욕주의 투자 보완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획기적인 루미네이트  뉴욕(Luminate NY) 대회의 

두 번째 라운드 우승자로  오비츠(Ovitz)를 발표했습니다 . 뉴욕 로체스터 기반의 

이 회사는  로체스터 다운타운에  위치한 CGI 국제 재즈 페스티벌(CGI International 

Jazz Festival)의 주 천막에서  열린 루미네이트  뉴욕(Luminate NY)의 “미래의 빛을 

오늘 밝히자(Light Tomorrow with Today)” 시연의 날(Demo Day) 대회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 이 업체는  핑거  레이크스 포워드 업스테이트  활성화 계획(Finger 

Lakes Forward Upstate Revitalization Initiative)을 통해 뉴욕주로부터  100만 달러의 

후속 자금  지원을 받게 됩니다 . 수상  조건에  따라, 모든 대회 우승자는 최소 

18개월 동안 로체스터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게  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광학, 포토닉스, 이미징(Optics, Photonics, 

and Imaging, OPI)이 가능한 기술에 전략적으로  투자하면 세계의 이미징  수도로서 

핑거 레이크스(Finger Lakes) 지역의 명성이 계속해서 올라갈 것입니다.  

루미네이트  뉴욕(Luminate NY) 대회를 통해 구현된  혁신과 노력은 이 산업의 

커다란 잠재성 및 그로 인해 향후 지역 경제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추가로 

증명하게 됩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해당 집단의 성취를 기념하고자  참석, 수상자에게  축하를 

전했습니다 .  

  

오늘 행사에서 연설을  맡은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루미네이트  뉴욕(LUMINATE NY)은 핑거 레이크스 지역의 기술적 혁신을 

진전시키고  미래를 향한 길을  밝히고 있습니다 . 이 대회의 두  번째 라운드를 



통해 계속해서 기업들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며  로체스터  지역의 

경제를 향상시킬 선진 기술 산업을 성장시켜  나갈  것입니다. 저는 올해의 

루미네이트  뉴욕(LUMINATE NY) 수상자들에게  축하의 말을 전합니다.  혁신적인 

포토닉스 기업에 대한 우리의  투자를 통해 핑거 레이크스 포워드(Finger Lakes 

Forward) 계획을 계속  이행시켜  가고 있습니다 ."  

  

오비츠(Ovitz)에서는  개별화를 통해 시력을 향상하는  콘택트렌즈  혁신을  

개발하여 시민들의 시력 수준 , 즉 선명도 , 대조, 거리 감각 등을 크게 

개선했습니다 .  

  

VPG 메디컬(VPG Medical) 또한 로체스터를  기반으로 둔 기업으로 2위를 

차지하여 50만 달러의  상금을  획득했습니다 . 이 회사의  HealthKam® 기술은 

스마트 기기와 노트북을  사용해 쉽고 매끄럽게  심장 모니터링을  할 수 있어  

진단과 치료 전략의 개선을 돕습니다. 루메디카  비전(Lumedica Vision)은 

노스캐롤라이나(North Carolina)에 기반을 둔 기업으로 3위를 차지, 25만 달러를 

획득했으며  이 회사의  OQ 아이스코프(OQ EyeScope) 기술은 모든 시력  

검사실에서  획득, 전송, 사용이 용이하며 망막 질환을 진단할 수 있는 의료 

기기를 제공합니다 . 또한, 뉴욕 기반의 서클 옵틱스(Circle Optics)가 실시간으로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 360° 12K 동영상 특허 기술로 4위를 차지, 25만 달러의 

상금이 전달되었습니다 .  

  

광학, 포토닉스,  이미징(OPI) 업계의 심사위원  패널과 벤처 사업 투자가  

커뮤니티가  루미네이트  뉴욕(Luminate NY) 회사들의  비즈니스 프레젠테이션을  

기반으로 채점한 후 오늘의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 이 행사에서 600개 이상의 

참가 회사들도 가장 좋아하는 회사에 투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 1만 달러의 

상금이 걸린 관객 투표 상은 서클 옵틱스(Circle Optics)에게 전달되었습니다 .  

  

넥스트코프스(NextCorps)가 관리하는 루미네이트  뉴욕(Luminate NY)은 광학, 

포토닉스,  이미징(OPI) 업계의 스타트업 회사를 위한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  성장  

촉진 행사입니다 . 이 기업 성장  촉진 행사는  로체스터에  위치하여 매년  가능성 

있는 10곳의 회사를 선정하여 기술 및 사업체를  개선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교육과 자원을 제공합니다 . 이 진보적 대회의  세 번째 라운드는 지금부터  2019년 

9월 24일까지 신청받게  됩니다 . 다음  집단에서  10개 자리 중 하나를  차지한 

회사는 최소 투자액 100,000달러 및 주요 투자액 최대 100만 달러를 받게 됩니다. 

관심 있는  기업은 여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작년 수상자인 더블 헬릭스 옵틱스(Double Helix Optics)에서는 핑거 레이크스 

지역의 광학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  이 기업은 로체스터 광학 

기업과 협력하여 신제품을  개발, 생산하고 이타카 /코넬 지역사회와  공동으로 

특허 위상  마스크 기술 제조를  진행했습니다 .  

https://protect2.fireeye.com/url?k=3f0d79a3-632b419d-3f0f8096-000babda0031-03eafbe73ca10ed5&q=1&u=https%3A%2F%2Fwww.o-vitz.com%2F
https://protect2.fireeye.com/url?k=b61d1c1d-ea3b2423-b61fe528-000babda0031-827f7006f7059f84&q=1&u=https%3A%2F%2Fwww.vpgmedical.com%2F
https://protect2.fireeye.com/url?k=d5385c99-891e64a7-d53aa5ac-000babda0031-9f0411c36c945bbb&q=1&u=http%3A%2F%2Fwww.lumedicasystems.com%2F
https://protect2.fireeye.com/url?k=fb6b3b6c-a74d0352-fb69c259-000babda0031-ed0cb2378552b1f2&q=1&u=http%3A%2F%2Fwww.circleoptics.com%2F
https://protect2.fireeye.com/url?k=f62a0270-aa0c3a4e-f628fb45-000babda0031-c83b45da9b52a7eb&q=1&u=https%3A%2F%2Fluminate.org%2F
https://protect2.fireeye.com/url?k=a88a612a-f4ac5914-a888981f-000babda0031-ff18cedbba978033&q=1&u=https%3A%2F%2Fluminate.org%2Fapply%2F
https://protect2.fireeye.com/url?k=2949ea9d-756fd2a3-294b13a8-000babda0031-156ca3ce86808cc4&q=1&u=http%3A%2F%2Fwww.doublehelixoptics.com%2F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의  사장 겸 최고경영자인 Howard Zemsky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 "핑거 레이크스 지역을 광학, 포토닉스,  이미징 

허브로 강화하는 루미네이트  뉴욕(Luminate NY)은 획기적인 여러 대회  중 하나로 

초기 단계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뉴욕주 주변의  전략 산업 클러스터와  경제를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  

  

루미네이트  뉴욕(Luminate NY) 프로젝트의  이사인 Sujatha Ramanujan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루미네이트  뉴욕(Luminate NY)에 참여하는  기업의 우수함은 

매우 경이로운 수준입니다 . 스타트업 기업들은  이  지역에 존재하는  풍부한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혁신 기술 전달을 더 빨리 전달할 수  있게 

되어 산업 , 고객 , 핑거 레이크스 지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오비츠(Ovitz)의 CEO, Felix Kim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명예롭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 오비츠(Ovitz)는  로체스터에서  탄생하고 

성장하였습니다 . 모든 중요한  순간마다 로체스터 지역사회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 저희는 지속하여 로체스터에서  이 기업을 성장시키고  또한  

지역사회에  환원할 계획입니다 ."  

  

Joe Robach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루미네이트 뉴욕(Luminate NY) 

프로젝트는  2018년 최초의 대회 이후로 광학, 포토닉스 및 이미징의  선두자로서  

우리 지역의 명성을 더했습니다 . 이제 여기 로체스터에서  비전을 성장시키고  

발전할 기회를 가지게  된 올해 수상  기업과 수상자  여러분께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핑거 레이크스  경제  개발 위원회(Finger Lakes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의 회원으로서 , 이러한  투자가  우리 지역 경제의 중요한 

부분에서 이루어진 것이 자랑스러우며  올해 루미네이트  뉴욕(Luminate NY) 

수상자의 성공과 발전을  기대합니다."  

  

Harry Bronson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루미네이트  뉴욕 

라이트닝 어워드(Luminate New York Lighting Awards) 두 번째  라운드에서  

수상하신 여러분을 축하합니다 . 오늘의 수상자 여러분과 그들의 기업가  정신이 

뉴욕주와 미국의 일자리  및 경제 성장에 미래를 선사하게 될 프로젝트를  

만들어낼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  상은  우리 가족들에게  더 밝은 미래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로체스터 시의 Lovely A. Warren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여기  

로체스터에서  열린 루미네이트  뉴욕(Luminate NY) 두 번째 라운드에서  우승자로 

선정된 오비츠(Ovitz)에 축하의  인사를 전하고자  합니다. 오비츠(Ovitz), VPG 

메디컬(VPG Medical), 루메디카  비전(Lumedica Vision), 서클 옵틱스(Circle 

Optics)는 오늘날의 '미래의 빛을 오늘 밝히자(Light Tomorrow with Today)' 



혁신가입니다 . 저는 로체스터가  글로벌 광학, 포토닉스,  이미징에서  선두를 지킬 

수 있도록  핑거 레이크스  포워드(Finger Lakes Forward) 및 루미네이트  

뉴욕(Luminate NY)을 지원해주신  Cuomo 주지사님과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에 감사를 전하며, 이를 통해 우리 시민들에게  

더 많은 직업과 더 안전하고  활기찬 지역을 만들고  더 나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  

  

핑거 레이크스 지역경제개발협의체(Finger Lakes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 공동 의장인 Anne Kress 먼로 커뮤니티 칼리지(Monroe 

Community College) 학장과 그레이터 로체스터  상공회의소(Greater Rochester 

Chamber of Commerce)의 Bob Duffy 소장 겸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체스터의  루미네이트  뉴욕(Luminate NY) 기업 성장 촉진  프로그램  두  번째 

라운드 참여에 선정되었던  모든 혁신 팀들에게  축하를 전합니다. 앞으로  오랜 

기간 핑거  레이크스 포워드(Finger Lakes forward) 계획 발전에 도움이 될  이 

독특한 대회는 성장 중인 광선  기반 제품 및 서비스  업계의 글로벌  리더로서 

핑거 레이크스 지역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핑거 레이크스 포워드(Finger Lakes Forward) 계획의 촉진  

  

오늘의 발표는 굳건한  경제 성장과 지역사회  발전을 창출하기 위한 지역의 종합 

청사진인 '핑거 레이크스  포워드(Finger Lakes Forward)'를 보완합니다 .  뉴욕주는 

이 계획을  위한 준비작업을  위해서 2012년부터 이미 61억 달러 이상을  이 지역에 

투자했으며 , 포토닉스 , 농업,  식품 생산, 첨단 제조업 등을 비롯한 주요  산업에 

투자해왔습니다 . 오늘날  실업률은 대공황 발생 전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에 

이르렀으며  개인과 기업의 소득세가 낮아지고  기업들은 로체스터, 바타비아 및 

캐넌다이과  등의 지역을  선택하여 성장과 투자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  

  

현재 이 지역은 Cuomo 주지사가 2015년 12월에 발표한 업스테이트  활성화 

계획(Upstate Revitalization Initiative)을 통해  뉴욕주에서  제공하는 5억 달러의 

투자금으로  핑거 레이크스  포워드(Finger Lakes Forward) 계획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5억 달러 규모의 이  주정부 투자는  25억 달러를 훨씬 넘는 

민간사업체의  투자를  불러일으킵니다 . 그리고  제출된 해당 지역의  투자  계획에 

따르면 이  지역에서 최대 8,2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생깁니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ttps://esd.ny.gov/finger-lakes-forward-u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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