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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 주지사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43NORTH에에에에 600만만만만 달러달러달러달러 보조금보조금보조금보조금 발표발표발표발표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서부서부서부서부 지역의지역의지역의지역의 다른다른다른다른 네네네네 기업에기업에기업에기업에 추가추가추가추가 250만만만만 달러달러달러달러 보조금보조금보조금보조금 교부교부교부교부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세계 최대의 비즈니스 아이디어 대회인 43North가 

600만 달러를 받아 그 운영을 2016년까지 지속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43North 

이니셔티브는 창업 인재를 뉴욕주 서부 지역에 유치하여 유망 신생 기업들에게 Buffalo가 

제공할 수 있는 자산을 전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43North는 열망하는 창업자들을 지역의 자원과 제휴시켜 그들의 비즈니스를 뉴욕주 

서부 지역에 유치 및 확장시키는 입증된 접근법입니다"라고 Cuomo 지사는지사는지사는지사는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이 추가 보조금으로 우리는 혁신적 마인드와 유망한 신생 벤처 기업들을 Buffalo에 계속 

유치함으로써 진정한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고 이 지역을 계속 전진시킬 것입니다.” 
 

뉴욕전력청 이사회는 회의에서 43North 보조금을 승인하였습니다. 이 보조금은 

서부뉴욕주 전력 수익금 분배 위원회의 권고 후에 이사회가 승인한 여러 교부금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한 교부금은 NYPA의 Niagara 발전소 미사용 수력의 판매로 인한 

순수익금으로 가능해졌으며 Cuomo 지사가 2012년에 서명한 법률에 기인합니다. 
 

43North는 2016년에 최대 500만 달러의 보조금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43North 대회와 Buffalo-Niagara 지역 사업 투자를 진흥하기 위해 소셜미디어, 대면 

로드쇼 및 전통적 매체 사용을 통한 글로벌 아웃리치를 포함합니다.  
 

“2016년 보조금을 지금 확보함으로써 우리는 43North가 몇 달 내에 다시 개최될 때 이 

대회가 지난 2년에 걸쳐 창조한 긍정적 모멘텀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라고 

NYPA 의장의장의장의장 John R. Koelmel이이이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Buffalo-Niagara 지역을 위해서는 끊어지지 

않고 연속되는 성공 스토리라인이 중요한 데 43North가 그 길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 추가 보조금은 43North가 계속해서 최고급 경쟁자들을 유치하여 뉴욕주 서부 지역에 

가장 좋은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갸져오는 우승자들을 양육하도록 할 것입니다”라고 

Empire State Development의의의의 총재총재총재총재, CEO & 커미셔너인커미셔너인커미셔너인커미셔너인 Howard Zemsky가가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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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들어오는 우승자들은 지역의 커져가는 창업 활기를 북돋우면서 새 

비즈니스를 일으키고 궁극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NYPA 이사회는 또한 오늘 Niagara Falls의 Tulip Molded Plastics, Buffalo의 Martin 

House Restoration Corp., Buffalo의 D’Youville College, 및 Eden의 Amos Zittel & 

Sons에게 4건의 서부뉴욕주 전력 수익금 교부를 승인하였습니다. 
 

플라스틱 케이스 제조업체인 Tulip Molded Plastics는 100만 달러를 받아 기존 장비를 

Niagara Falls의 현재 시설 인근에 임차할 새 70,000 평방피트 건물로 이전 설치할 

것입니다. 이 1030만 달러 프로젝트는 10개의 새 자리를 포함하여 21개의 일자리를 

뒷받침할 것입니다. 
 

Martin House Restoration Corp.은 $700,000를 받아 Darwin Martin 주택단지 복원의 

최종 단계를 완성할 것입니다. 이 주택단지는 1937년에 비워진 후에 상당히 

손상되었었습니다. 국가 사적지인 이 주택단지는 Frank Lloyd Wright 건축의 백미로서 

일단 완료되어 원래의 1907년 상태로 돌아가면 문화 관광지가 될 것입니다. 
 

D’Youville College는 $400,000를 받아 Buffalo의 비어있는 Gateway-Longview 빌딩을 

첨단 예술, 과학 및 교육 학교로 전환시킬 것입니다. 이 단지는 19개의 실험실 및 9개의 

스마트 강의실을 수용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Cuomo 지사의 Start-Up NY 

이니셔티브와 Niagara Street 지속 가능 회랑 및 커뮤니티 통합 프로젝트를 

뒷받침합니다. 
 

Amos Zittel & Sons는 $380,000를 받아  2014년 11월에 심한 눈폭풍으로 파괴되었던 

온실 2 에이커를 재건할 것입니다. 개선된 온실 공간에서 이 기업은 화훼 및 근채소의 

재배 시즌을 연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획에는 이 회사가 온실에서의 유기농 채소 작물 

재배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할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기업들은 지역의 경제, 문화 및 교육적 활기에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NYPA 청장청장청장청장 겸겸겸겸 CEO인인인인 Gil C. Quiniones가가가가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수익금 교부가 그 강력한 

증거입니다.” 
 

서부뉴욕주 전력 수익금 분배 위원회 교부금의 자격이 되려면 기업이 NYPA의 Niagara 

발전소에서 반경 30마일 이내에 위치해야 하며, 프로젝트가 비즈니스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일자리의 창출 또는 보호로 이어져야 합니다. 분배 위원회는 또한 교부금이 

지역 경제개발협의회의 전략 및 우선순위와 합치할 정도도 고려합니다. 
 

교부금 수령자와의 계약서에는 자금이 합의된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정기 감사 조항이 포함될 것입니다.  
 

최신 교부금을 포함하여 2013년 이래 33개 기업이 약 300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9월말까지 NYPA는 수익금 기금에 4100만 달러 이상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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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North 소개소개소개소개  
 

43North는 매년 전세계 출신의 최고 유망 기업 및 신생 기업들에게 현금 상금으로 500만 

달러를 나누어줍니다. 
 

우리는 2014년에 등장하였는데 이제는 우리의 첫 차수 11개 우승팀들이 소매를 

걷어부치고 뉴욕주 Buffalo의 새 인큐베이터에서 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꿈을 

현실로 만들어 가는 것을 이 사이트에서, 페이스북 및 트위터에서 지켜보십시오. 500만 

달러 파이의 조각 이외에 우승자들은 인큐베이터 공간, 멘토십 기회 및 세금 감면을 

받았습니다.  
 

43North는 Buffalo와 서부 뉴욕주에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도모하고 있는 Buffalo Billion 

이니셔티브의 일환입니다. 이 대회는 뉴욕전력청과 Buffalo Billion 이니셔티브의 지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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