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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소상공인을소상공인을소상공인을소상공인을 지원하고지원하고지원하고지원하고 성장시키기성장시키기성장시키기성장시키기 위해위해위해위해 BUSINESS MENTOR NY 온라인온라인온라인온라인 플랫폼을플랫폼을플랫폼을플랫폼을 

출범시키다출범시키다출범시키다출범시키다 

 

혁신적인혁신적인혁신적인혁신적인 무료무료무료무료 자료는자료는자료는자료는 Business Mentor NY 프로그램을프로그램을프로그램을프로그램을 기반으로기반으로기반으로기반으로 하며하며하며하며, 기업기업기업기업 소유주에게소유주에게소유주에게소유주에게 온라인온라인온라인온라인 등록등록등록등록 

서비스를서비스를서비스를서비스를 제공하고제공하고제공하고제공하고 다른다른다른다른 비즈니스비즈니스비즈니스비즈니스 전문가와전문가와전문가와전문가와 직접직접직접직접 연결시켜연결시켜연결시켜연결시켜 주는주는주는주는 활동을활동을활동을활동을 제공하다제공하다제공하다제공하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Business Mentor NY의 새로운 온라인 플랫폼의 출범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플랫폼은 뉴욕주가 뉴욕주에서 활동하는 기업인 및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키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뉴욕주 최초의 대규모의 직접적인 멘토링 프로그램입니다. 이 

플랫폼(www.businessmentor.ny.gov)은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고 시간과 전문지식을 자원봉사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륜이 높은 전문가들로부터 뉴욕주의 기업 소유주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멘토링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 웹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등록하고, 잠재적인 멘토들의 프로필을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무료로 이들과 직접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의 오픈 행사는 맨해튼에 자리한 Quirky 본사에서 

이뤄졌습니다. Quirky는 성공한 발명회사로, 이 회사의 중역이 이 프로그램에서 멘토로 활동할 

것입니다. 

 

“무료로 제공되는 이 새로운 프로그램은 발전을 희망하는 소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소기업인이 장애를 극복하고 보다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돕는 

일은 다시 지역 경제를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에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뉴욕 주민들에게 경제적 

잠재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자신들이 시간과 전문 지식을 기부하게 될 Quirky 

팀과 다른 자원봉사 멘토에게 감사 드립니다.” 

 

Cuomo 주지사는 지난 1월 시정 연설에서 Business Mentor NY 창설을 처음 발표하였습니다. 이 

기구는 초강력태풍 Sandy, 허리케인 Lee, 열대성 폭우 Lee로 피해를 입은 업체들에게 도움을 제공한 

자원봉사 멘토링 활동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훌륭한 회사는 훌륭한 아이디어로 출발합니다. Business Mentor NY는 기업인들이 훌륭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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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되었습니다”라고 Empire State Development(ESD)의 사장, CEO 겸 커미셔너인 Kenneth Adams가 

말했습니다. “엄청난 폭우로 발생된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든, 보험을 검토하는 것이든 아니면 

재정을 관리하는 것이든, 이 혁신적인 네트워크는 소기업이 뉴욕주에 있는 동료 기업인들의 

경험을 통해 배움으로써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Business Mentor NY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ESD는 오늘부터 이 프로그램의 이점에 대한 기업인들의 

인식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뉴욕주에서 일련의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앞서 

언급한 폭풍 피해를 입은 지역의 기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NY Rising Small Business Recovery 

Program과 함께 협력하고 있으며, 초강력태풍 Sandy 여파로 제정된 연방의 CDBG-DR(Community 

Development Block Grant - Disaster Recovery)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산의 일부를 지원 받고 

있습니다. Business Mentor NY은 민간부문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들을 소기업 및 소수인종 및 

여성소유기업(MWBE)과 연결시켜 폭풍으로 인한 복구 활동을 돕고 더욱 강한 기업으로 가꿀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1대1 지도와 상담은 소상공인들과 커뮤니티들이 현재의 경제적 잠재능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뉴욕주의 재정 및 기술 지원 제공업체들로 구성된 현행 

네트워크를 보완해줄 것입니다. 

 

현재까지 변호사, 회계사, 컨설턴트, 기타 기업 및 금융, 소매, 통신 및 정보기술, 인적자원, 채용, 

홍보, 판매 & 마케팅 분야 전문가들을 포함하여 200여명의 비즈니스 전문가들이 Business Mentor 

NY에서 자원봉사 멘토로 참가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 웹사이트를 통해서 소기업 소유주들은 

적합한 멘토를 찾고 그와 직접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잠재적인 전문가들의 프로필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MicroMentor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자원봉사 

멘토들을 기업인들과 연결시켜주어 문제를 해결하고 함께 비즈니스를 키워나갈 수 있는 온라인 

멘토링 플랫폼입니다. 비영리 Mercy Corps의 프로젝트인 MicroMentor는 미 전역에서 성공적인 

활동을 벌인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MicroMentor는 Business Mentor NY과 같은 정식 멘토링 

프로그램이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지 않은 기업들과 비교하여 기업들로 하여금 세입을 증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공적인 사업을 시작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을 알았습니다. 

 

“MicroMentor는 Empire State Development와 함께 활동하면서 기업인들이 멘토링의 효과가 

자신들의 사업의 번영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직접 경험할 수 있게 해준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라고 MicroMentor 담당자인 Samantha Albery가 말했습니다. “뉴욕주 기업인들이 

Business Mentor NY을 이용하여 비즈니스 전문가들과 연락을 취하게 되면서 이들의 사업에 대한 

꿈이 실현되고 뉴욕주의 경제 성장이 촉진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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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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