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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서던 티어에 최초의 주정부 지원 청정 에너지 인큐베이터 개장 발표  

  

76West 우승자 및 기타 청정기술 기업가를 돕는 인큐베이터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민간 투자로 3억 1,300만 달러를 마련한 6개국 청정 에너지 

인큐베이터 참여  

  

새 인큐베이터, 탄탄한 경제 성장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지역의 전략 계획인 “서던 티어 

부흥(Southern Tier Soaring)” 사업을 지원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76West 우승자 및 기타 청정 에너지 기술 기업이 

이용하다록 첫 번째 인큐베이터를 이 지역에 공식적으로 개장함으로써 주정부가 서던 

티어의 상장하는 청정 에너지 분야에 추가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빙엄턴의 신규 시설은 뉴욕주의 다른 6개 청정 에너지 인큐베이터의 성공에 기반하며, 

탄탄한 경제 성장과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지역의 종합 전략인 “서던 티어 

부흥(Southern Tier Soaring)” 계획을 보완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청정 에너지 산업 육성에 있어 국가를 

선도하고 있으며, 서던 티어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원동력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가장 혁신적인 첨단 기술 기업을 뉴욕주로 

유치하여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모든 이를 위한 보다 청정하고 건강한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인큐베이터는 최근의 76West 경진대회 및 유사한 기업 경진대회 우승자 등, 청정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위한 공간과 기술 지원 및 기타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며, 이들 

기업은 청정 기술 경제 개발 및 리더십을 강화하고 서던 티어의 혁신적 기업가 정신을 

발전시켰습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새로운 인큐베이터로 서던 티어의 청정 

에너지 혁신을 장려하는 일은, 이 지역에서 보다 많은 일자리와 기회를 창출하려는 



 

 

Cuomo 주지사님의 공약이 실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재생 가능한 

에너지와 기타 청정 에너지 솔루션에 투자하면 미래 세대 뉴욕 주민들에게 보다 청정한 

환경과 탄탄한 경제를 선사하게 됩니다.”  

  

76West는 뉴욕주 에너지 연구개발청(New York State Energy Research and 

Development Authority, NYSERDA)이 관리하는 2,000만 달러 규모의 경진대회 및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8월 16일 빙엄턴에서 경진대회 2차 우승자가 발표되었습니다. 

76West 경진대회(76West Competition)는 신규 서던 티어 인큐베이터를 포함하여 

1,000만 달러의 상금과 비즈니스 지원, 마케팅 및 관리에 1,000만 달러를 지원합니다.  

  

아울러 오늘의 발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려 노력하는 14개 주와 푸에르토리코를 

회원국으로 둔 성장하는 연합체인 미국 기후 동맹(U.S. Climate Alliance)의 회원국이 

연방 정부의 기후 협약 준수 철회 후 파리 협약(Paris Agreement)에 따라 미국이 

공약했던 목표를 공동으로 충족시키고, 가능하면 그 목표를 초과 달성한다는 목표를 

지원합니다.  

  

뉴욕주 에너지 금융(Energy and Finance for New York)의 Richard Kauffman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의 성장하는 청정 기술 인큐베이터 네트워크에 신규 

인큐베이터를 추가함으로써 청정 에너지 체제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선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발표된 인큐베이터는 청정 에너지 산업 성장 혜택을 여기 

뉴욕주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Cuomo 주지사의 REV 전략을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혁신적인 청정 기술 솔루션의 본거지가 될 것입니다.”  

  

Alicia Barton 뉴욕주 에너지 연구개발청(New York State Energy Research and 

Development Authority) 대표 겸 CE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새로운 청정 

에너지 기술을 시장에 선보이는 데 있어 장족의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번 

인큐베이터를 통해 실시하는 전략적 투자는 주정부에 이미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주었으며, 다음 세대를 위해 보다 청정하고 탄력적인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Cuomo 주지사님의 에너지 개혁 비전 이니셔티브(Reforming the Energy Vision 

initiative)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빙엄턴 대학교(Binghamton University)는 빙엄턴 다운타운의 코프만 서던티어 

인큐베이터(Koffman Southern Tier Incubator) 건물에 위치한 인큐베이터를 관리하게 

됩니다.  

  

Binghamton University 총장 Harvey Stenger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던 

티어는 뉴욕주 청정 에너지 허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코프만 

인큐베이터(Koffman Incubator)는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기업가 정신을 확대하며 온실 

가스 배출량 감소 기술을 지원함과 동시에 이들 기업을 지원 및 육성하는 데 완벽한 

장소입니다.”  

https://www.nyserda.ny.gov/About/Newsroom/2017-Announcements/2017-08-16-Governor-Cuomo-Announces-Winners-of-76West-Clean-Energy-Competition
http://cl.s7.exct.net/?qs=db5b30d4d68a753c0b06bbbcc427c7d7b9b33c4fc3d2aa7b8c1d8a2436a31f79001aa2d789a00af25e3858e8004572ce4ce9d99899cebbf9


 

 

  

Fred Akshar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환경 보호와 좋은 일자리 창출에 

있어 빙엄턴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다운타운 서던 티어 인큐베이터(Downtown Southern 

Tier Incubator)는 지역사회에서 새로운 청정 에너지 혁신을 지원할 수 있는 완벽한 

장소입니다.”  

  

Donna Lupardo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정 에너지 경제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모든 단계에서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간과 필요한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인큐베이터는 76West 우승자가 뉴욕주를 청정 에너지 분야 선두 주자로 

만들 성공적인 비즈니스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빙엄턴시의 Richard C. David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정 에너지 기업은 좋은 

일자리 창출과 환경 보호에 이롭습니다. 21세기 경제를 위한 지속 가능한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 지역사회 청정 기술 및 친환경 일자리의 허브로 자리잡기를 바립니다. 

이는 온전히 NYSERDA 청정 에너지 커뮤니티(NYSERDA Clean Energy Community)로 

지정된 빙엄턴에 기반합니다. 빙엄턴시에 투자해 주시고, 청정 에너지 이니셔티브에 

대한 저희의 공헌을 인정해 주신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2009년 이래로, NYSERDA는 버펄로, 로체스터, 시러큐스, 올버니, 뉴욕시, 

롱아일랜드의 학술 기관 및 벤처 개발 기관의 6개 청정 에너지 인큐베이터에 1,400만 

달러를 투자해 왔습니다. 2017년 3월 31일자로, NYSERDA가 후원하는 청정 에너지 

인큐베이터의 현 클라이언트 또는 졸업생은 163개 기업에 달합니다. 이들 기업은 

2009년 이래로 3억 1,300만 달러 이상의 민간 투자를 유치하였으며, 2016년에만 약 

7,000만 달러를 유치하였고, 이는 전년 대비 32%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한, 현재 뉴욕주 

전역의 청정 에너지 산업 분야서 1,075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뉴욕 주민들은 이미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현 인큐베이터 클라이언트 및 졸업생이 

개발 또는 상업화한 혁신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발 제품에는 스포츠 경기장 및 

엔터테인먼트 장소용 LED 조명 시스템, 가전 제품용 스마트 콘센트, 휴대전화 및 

전기차용 배터리, 보다 효율적인 냉난방 시스템, 뉴욕시에서 택시를 보다 쉽고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동차 공유 애플리케이션 등이 있습니다.  

  

현재 NYSERDA가 후원하는 청정 에너지 인큐베이터와 이들 인큐베이터와 긴밀하게 

협력한 회사의 성공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도 지역  

iClean - SUNY 폴리테크닉 대학(SUNY Polytechnic Institute), 올버니  



 

 

 ThermoAura는 열전기 및 첨단 나노 물질 첨단 제조 기술을 상업화합니다. 최종 

제품은 자동차에서부터 냉장고에 이르기까지 모든 제품을 생산하는 저비용 

고효율 제조 공정입니다.  

  

센트럴 뉴욕  

Clean Tech Center - The Tech Garden, 시러큐스  

 NOHMs Technologies는 뛰어난 성능, 비용, 안전 및 환경적 장점을 갖춘 

충전식 리튬 이온 배터리 기술을 개발합니다. 배터리는 전기차의 범위를 늘리고, 

스마트폰 배터리가 보다 오래 갈 수 있도록 합니다.  

  

핑거 레이크스  

Venture Creations - 로체스터 공과대학(Rochester Institute of Technology), 로체스터  

 ClearCove Systems는 폐수에서 유기물을 추출하여 폐수 처리 공정 시 에너지 

및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생 에너지 생산으로 처리 공정에 드는 

에너지를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함으로써 낙농가, 

유기농 식품 생산자, 양조장, 와이너리는 보다 청정하고 에너지 효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롱아일랜드  

CEBIP - 스토니브룩 대학교(Stony Brook University), 롱아일랜드  

 ThermoLift는 주거 및 상업용 냉난방 및 온수 시스템을 대 할 수 있는 새로운 

천연 가스 기반 열 펌프/에어컨을 개발합니다. 이 시스템은 주택, 사무실 및 

기관의 냉난방 장치를 단순화하는 한편, 소비자의 전기 요금 또한 절감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  

ACRE - NYU Tandon School of Engineering, 브루클린  

 EV-Box는 고품질의 국산 장비와 주차 시설, 직장 및 가정용 스마트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전기차용 충전소를 만듭니다. 최근 업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전기 유틸리티 회사이자 에너지 솔루션 공급 업체인 Engie가 이 회사를 

인수하여 미국과 유럽에서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웨스턴 뉴욕  

Directed Energy - 버펄로 대학교(University at Buffalo), 버펄로  

 TROVE Data Sciences는 데이터 분석 솔루션을 사용하여 소비자의 에너지 

소비 행동을 연구하여 공익 설비 사용 패턴을 예측합니다. 이 플랫폼을 

http://thermoaura.com/
http://www.nohms.com/
http://www.clearcovesystems.com/
http://www.tm-lift.com/
http://www.ev-box.com/
http://www.trovedata.com/


 

 

이용함으로써, 공익 설비 회사는 소비자가 요금을 절감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물론 고객 서비스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NYSERDA의 인큐베이터는 초기 단계의 기업에 상용화 자원, 기술 지원 및 비즈니스 

개발 지원을 제공하여 주요 이정표를 달성하고 시장 출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클라이언트는 네트워킹 이벤트, 워크샵 및 기술 향상 부트 캠프 혜택을 누리며, 

동료 기업과 경험, 과제, 솔루션 및 연락처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인큐베이터 대부분은 

저렴한 비용으로 사무실, 업무 공간 및 가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현재 및 기존 인큐베이터 클라이언트 목록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던 티어 부흥(Southern Tier Soaring) 사업 촉진  

오늘의 발표는 강력한 경제 성장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서던티어 지역의 종합 발전 

계획인 “서던 티어 부흥(Southern Tier Soaring)” 사업을 보완합니다. 이 사업은 혁신, 

활발한 비즈니스 성장, 해당 지역 최고의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첨단 제조, 식량, 농업과 같은 핵심 산업에 대한 투자와 

빙엄턴의 혁신 생태계를 더욱 지원하기 위한 활동을 포함하는 이 계획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 이미 2012년부터 이 지역에 46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 왔습니다. 현재, 뉴욕주 

전역 실업률은 대공황 이전 시기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며 개인과 기업의 소득세가 

낮아졌고, 기업들은 빙엄턴, 존슨시티, 코닝 등을 성장과 투자를 도모할 지역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2015년 12월에 Cuomo 주지사가 발표한 5억 달러 규모의 “서던 

티어 부흥 (Southern Tier Soaring)” 업스테이트 활성화 계획 (Upstate Revitalization 

Initiative)은 민간 기업들이 25억 달러 이상 투자하도록 장려할 것이며, 제출된 이 

지역의 계획에서는 최대 10,200개의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 질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제공됩니다.  

  

주지사의 청정에너지 기술 및 혁신에 대한 50억 달러 투자를 포함해서 에너지 개혁 

비전(REV)에 관해 좀 더 알아보기 위해 www.ny.gov/REV4NY를 방문하시고 

@Rev4NY에서 우리를 팔로우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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