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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200 만 달러 규모의 IDEA NY 비즈니스 대회 발표

새 대회로 모호크 밸리에서 기업가 정신을 강화하고 혁신을 촉진할 예정
투자로 독립 상업 사업체의 창출 지원할 예정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비즈니스 촉진 대회이자 12 개월 프로그램인 IDEA
NY 을 지원하기 위해 그리피스 기관(Griffiss Institute)에 200 만 달러를 수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모호크 밸리 지역에서 유망한 기업가가 독립 상업체를
만들고 성장하도록 장려할 것입니다. 혁신 및 개발 기업 촉진 뉴욕 모호크 밸리
프로그램(Innovation and Development Entrepreneurial Accelerator NY (IDEA NY)
Mohawk Valley program)은 사이버 보안, 빅데이터, 정보 시스템 및 무인 항공
시스템(Unmanned Aerial Systems, UAS) 업계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또한 군사 기술을 상업 마켓플레이스로 전환하는 분야에서 국가를 주도하고 있는
성공적인 에어포스 연구소 상업화 아카데미(Air Force Research Laboratory
Commercialization Academy)에 기반할 예정입니다. 모호크 밸리
지역경제개발협의체(Mohawk Valley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
MVREDC)는 이 기금을 권장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IDEA NY 비즈니스 대회는 모호크 밸리에
기업가들을 끌어 모을 것이며 빠르게 성장하는 21 세기 경제 부문에서 혁신 사업체를
육성할 것입니다. 참가자들은 종합적 기술 및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며 차세대
사업체를 만들어 지역 경제를 발전시킬 것입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새로운 대회는 모호크 밸리 지역에
사업체를 끌어 모으고 혁신을 유발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IDEA NY 비즈니스 대회
기금으로 이 지역에서 기술 산업을 성장시키고 유망한 기업가들과 21 세기 경제 발전을
계속해서 지원할 것입니다.”
그리피스 기관(Griffiss Institute)은 중요한 사이버 보안 문제 솔루션 개발에서 민간 업계,
학계, 에어포스 연구소 정보부(Air Force Research Laboratory Information Directorate)의

협조를 지지하고 활용하는 501(c)(3) 단체입니다. 에어포스 연구소(Air Force Research
Laboratory, AFRL)는 독점권을 약 100 개 가지고 있으며 기업가들은 이로부터 사업체를
세우기 위한 기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연구소의 많은 적용사례는 무인 항공
시스템(Unmanned Aerial Systems), 데이터 분석/사물 인터넷(Internet of Things), 사이버
보안 분야에 있습니다.
그리피스 기관(Griffiss Institute) William Wolf 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기금을 받아 매우 기쁩니다! 제가 알기로 이것은 새로운 사업, 새 일자리, 경제 성장을
만들기 위해 주가 국가 연구소와 협업한 사례 중 가장 의미 있는 예시입니다. IDEA NY 은
재능 있는 기업가들이 바로 여기 모호크 밸리에서 새 사업체를 만들도록 촉진할
것입니다. 에어포스 연구소 상업화 아카데미(AFRL Commercialization Academy)에
기반하여 지난 4 년 동안 45 개 스타트업이 만들어진 IDEA NY 촉진 프로그램은 재능
있는 선지자들을 우리 지역으로 더 많이 끌어 모을 것입니다.”
이 기금으로 그리피스 기관(Griffiss Institute)은 기업가들과 사업체에 종잣돈을 3 년 이상
제공할 수 있으며 IDEA NY 기금을 두고 매년 최대 10 개 팀으로 된 두 집단이 경쟁하게
됩니다. 이 팀들은 에어포스 연구소 상업화 아카데미(Air Force Research Laboratory
Commercialization Academy) 사업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에 들어가 30 만 달러의 종잣돈
기금을 위해 경쟁하고 우승팀은 20 만 달러를, 2 위는 10 만 달러를 받습니다. 남은
팀들은 인큐베이터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정산할 수 있는 “위로” 상금으로 최대
8,000 달러를 받게 됩니다.
모호크 밸리 지역경제개발협의체(Mohawk Valley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는 그리피스 국제 공항(Griffiss International Airport), 사이버기술, 무인 항공
시스템(UAS) 관련 프로젝트에 약 5 백만 달러를 투자하도록 이끌었으며 2011 년 이래 총
투자금 2,200 만 달러 이상을 활용했습니다. 모호크 밸리
지역경제개발협의체(MVREDC)는 업스테이트 활성화 계획(Upstate Revitalization
Initiative)의 일환으로 IDEA NY 용 기금을 권장함으로써 이 지역에서 일하는 사이버 기술
및 무인 항공 시스템(Unmanned Aerial Systems) 기업체의 성장과 성공 지원을
촉진합니다.
두 우승팀은 일년 내내 IDEA NY 촉진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사업체를 성장시킬 기술
지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피스 기관(Griffiss Institute)에서 이 팀들을 관리할 것이며
이들은 최소 1 년 동안 모호크 밸리에서 거주해야 합니다.
그리피스 기관(Griffiss Institute)과 협력사들은 기존 지역 및 국가 네트워크를 통해 팀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두 우승팀은 최소 1 년 동안 모호크 밸리로 사업체를 옮겨야 합니다.
신청은 9 월 11 일 www.griffissinstitute.org 에서 시작됩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의 사장 겸 최고경영자인
Howard Zemsky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IDEA NY 대회는 사이버 보안 같은

필수 업계에서 소규모 사업체의 성장을 촉진할 것이며 동시에 모호크 밸리에서
기업가들을 준비하고 교육할 것입니다.”
Joseph Griffo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업가들이 사업체를 키울 수
있도록 도울 혁신적인 방법을 계속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IDEA NY 프로그램은 여기
모호크 밸리에 있는 다양한 기술 관련 산업에서 새 아이디어를 만들고 개발할 잠재력이
있으며 기업가들이 사업체를 만들고 운영할 자원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James L. Seward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호크 밸리에는 회사들과
직원들이 우수성을 위해 노력하는 풍부한 제조업 전통이 있습니다. 경제적 추가 기술
쪽으로 옮겨감에 따라 이 지역은 다시 새로운 기업과 아이디어로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IDEA NY 프로그램은 모호크 밸리 사업체들의 급증에 발사대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저는
패기 있는 기업가들이 이 독특한 대회에 참여하기를 권장합니다. 모호크 밸리
지역경제개발협의체(Mohawk Valley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와
그리피스 기관(Griffiss Institute)이 지역적으로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해주신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네이다 카운티의 Anthony Picente 카운티 행정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IDEA NY
대회를 만든 것은 오네이다 카운티와 모호크 밸리에서 급증하는 최첨단 산업간 혁신을
촉진하고 기업가 정신을 다양화할 수 있는 멋진 방법입니다. 이 계획을 시작하는 데
기금을 마련해주신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리며 이 대회의 결과가 기대됩니다.”
Jacqueline M. Izzo 롬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IDEA NY 모호크 밸리는 사이버 보안,
빅데이터, 정보 시스템, 무인 항공 시스템(UAS) 산업의 경제적 추진 요인과 함께
성공적인 에어포스 연구소 상업화 아카데미(AFRL Commercialization Academy)에
기반합니다. 이는 경제적 기틀을 제공하여 지역적으로 우리 경제를 보완하기 위해
사업체를 기르고 강화하는 강한 기업 요소를 만들도록 촉진합니다. 미국의 다른 많은
도시와는 다르게 독특한 세계적인 에어포스 연구소(Air Force Research Laboratory)가
우리 지역에 있어서 다행입니다. IDEA NY 모호크 밸리 같은 프로그램으로 미래의 사업
모험가들이 에어포스 연구소(AFRL)에서 개발한 최신 국방 기술을 완전히 활용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또한 새 사업 아이디어와 전략을 연구할 수 있고 바로 여기 롬과 오네이다
카운티에서 그리피스 기관(Griffiss Institute)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도구들을 활용하여
이러한 신기술을 육성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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