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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그루브 회복: CUOMO 주지사, 뉴욕주의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재구상, 재건, 재개" 캠페인 출시 발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뉴욕 주민 Whoopi Goldberg, Robert DeNiro와 Billy Joel이 

녹음한 새로운 TV 광고, 뉴욕주의 재건 노력을 촉진  

  

프로 스포츠 팀 및 뉴욕의 상징적인 기관들과 함께 주 전역의 디지털 광고판으로 메시지 

공유  

  

TV 광고 시청은 여기, 여기, 여기 및 여기; 애니메이션은 여기 와 여기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이 이전보다 더 튼튼히 회복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뉴욕주의 재개와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고안된 새로운 "재구상, 

재건, 재개(Reimagine, Rebuild, Renew)" 멀티미디어 캠페인의 출시를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캠페인은 TV 광고와 광고판을 활용하여 주 전역의 산업 재개와 동시에 

시작됩니다. 뉴욕이 제작하고 지원하는 이 협력 노력의 목표는 코로나19 이후 거주자, 

기업 및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으면서 새로운 투자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 예방 접종을 받는 뉴욕 주민들이 많아짐에 

따라 새로운 장을 시작하고, 주 경제를 재건하고, 뉴욕의 새로운 경제 미래를 기대할 

때입니다. 이 새로운 멀티미디어 캠페인은 뉴욕에서 가장 유명한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경제 성장, 인프라 개선,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주정부의 헌신을 촉진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하고, 공평하며, 친환경적이며, 회복력이 뛰어난 주정부를 

재구상하면서 미래를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개의 새로운 TV 광고가 뉴욕주 전역에 게재될 예정이며, 각 광고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뉴욕 주민인 아카데미 수상 경력 배우 Robert DeNiro와 Whoopi Goldberg, 

그래미 수상 뮤지션 Billy Joel의 보이스 오버 트랙이 사용됩니다. 각 지역에서는 경제 

성장, 다운타운 활성화, 중소기업, 인프라 및 운송을 지원하기 위한 주정부의 목표 

투자를 포함하여 뉴욕주가 더 튼튼하게 재건하는 방식을 강조합니다. 광고는 브롱크스 

출신 Ace Frehley의 "뉴욕 그루브(New York Groove)"를 사용해 설정되며 시청자에게 

뉴욕 주민이 "강한 뉴욕(New York Tough)"임을 상기시킵니다. 동영상은 여기, 여기, 

여기 그리고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t2ET-r0NSvM
https://www.youtube.com/watch?v=NL6hNy-nZZ4
https://www.youtube.com/watch?v=RRyoypFdJ1Y
https://www.youtube.com/watch?v=Qgyxw4kG3Wk
https://www.youtube.com/watch?v=bspo0u6tYRk
https://www.youtube.com/watch?v=abx_1fFIjno
https://www.youtube.com/watch?v=t2ET-r0NSvM
https://www.youtube.com/watch?v=NL6hNy-nZZ4
https://www.youtube.com/watch?v=RRyoypFdJ1Y
https://www.youtube.com/watch?v=Qgyxw4kG3Wk


 

 

또한 캠페인은 주 전체의 디지털 광고판에 "재구상, 재건, 재개" 메시지의 애니메이션을 

제공합니다. 이 애니메이션은 캠페인의 복원력에 대한 메시지를 크고 대담한 글자와 

밝고 즐거운 색상으로 포착하여 새로운 시작을 상징합니다. "재건", "재개", 

"재구상"이라는 단어는 뉴욕의 우뚝 솟은 고층 빌딩에서부터 국가의 구불구불한 언덕에 

이르기까지 뉴욕주의 구조를 다시 구축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단어는 뉴욕을 독특하게 

만드는 힘과 다양성, 불굴의 정신을 포용합니다.  

  

이 애니메이션은 제이콥 K. 재비츠 컨벤션 센터(Jacob K. Javits Convention Center), 

모이니한 트레인홀(Moynihan Train Hall), 타임스퀘어(Times Square),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One World Trade Center), 오큘러스(Oculus), 존 F. 케네디 국제공항(John F. 

Kennedy International Airport), 라과디아 공항(LaGuardia Airport), 올버니 엠파이어 

스테이트 플라자(Empire State Plaza), 게디스 뉴욕주 박람회(New York State Fair) 

박람회장과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etropolitan Transit Authority)이 운영하는 9,000개 

이상의 광고판에 게시됩니다. 뉴욕 메츠(New York Mets), 뉴욕 양키스(New York 

Yankees), 뉴욕 아일랜더스(New York Islanders) 등 프로 스포츠팀이 바클레이 

센터(Barclays Center), 매디슨 스퀘어 가든(Madison Square Garden)과 함께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캠페인 사진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의 커미셔너 대행 겸 대표 및 

최고경영자 임명자인 Eric Gertl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팬데믹 전반에 걸쳐 뉴욕 

주민들은 엄청나고 독특한 도전에 직면하여 자신의 결단력과 복원력을 입증해 

왔습니다. 이 새로운 멀티미디어 캠페인은 뉴욕 주민과 방문객 모두에게 뉴욕보다 더 

나은 생활, 일, 경험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며, 우리는 이전보다 더 

강하고 더 나은 뉴욕주 경제를 재구상, 재건 및 재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뉴욕 비즈니스 지역사회 일원들이 이 캠페인에 참여하도록 더욱 격려하기 위해 

뉴욕주에서는 무료로 "재구상, 재건, 재개" 디자인에 라이선스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사용 기준 등 더 자세한 정보는 여기를 확인하세요.  

  

이 캠페인은 오스카 및 에미상에 노미네이트된 프로듀서 Jane Rosenthal과 펜타그램 

파트너(Pentagram Partner) Emily Oberman이 이끌었습니다. 텔레비전 캠페인은 

Campbell Ewald에 의해 개발되었습니다. Rosenthal은 뉴욕팝스업(NYPopsUp) 예술 

부흥 캠페인을 이끌었던 트라이베카 영화제(Tribeca Film Festival)의 공동 

창립자입니다. 펜타그램은 세계에서 가장 큰 독립적 소유 디자인 스튜디오로 뉴욕주 및 

Jane Rosenthal과 협력하여 "소매를 걷으세요(Roll Up Your Sleeves)" 및 "시민 공중 

보건 리더(Citizen Public Health Leader)" 이니셔티브에 참여했습니다.  

  

뉴욕시를 위한 파트너십(Partnership for New York City)의 Kathryn Wylde 대표 겸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뉴욕이 팬데믹에서 회복하고 있기 때문에 

Cuomo 주지사는 우리 주의 미래에 대한 자신감과 낙관론을 회복하기 위한 캠페인을 

현명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지역사회는 그의 메시지를 증폭하기를 

고대합니다."  

https://www.flickr.com/photos/governorandrewcuomo/albums/72157719161457657
https://esd.ny.gov/reimagine-rebuild-renew-campaign


 

 

  

뉴욕주 레스토랑 협회(NYS Restaurant Association) 회장 겸 최고경영자인 Melissa 

Fleischut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팬데믹이 비즈니스 커뮤니티에 혼란을 야기할 때 

식당은 가장 어려운 비즈니스 중 하나였고, 뉴욕이 코로나19에서 회복함에 따라 미래를 

위한 새로운 장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Cuomo 주지사의 새로운 광고 캠페인이 뉴욕 

재개에 대한 낙관을 주도하게 되어 기쁩니다. 이는 노동자들이 다시 발을 내딛고 새로운 

정상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경제 발전에 대한 주정부의 목표 투자를 강조할 것입니다. 

우리는 경제를 재건하고 중소기업이 다시 번창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광고 캠페인은 주의 역량을 회복하고 세계의 레스토랑 수도로서의 자리를 유지하는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쌓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뉴욕 빌딩 의회(New York Building Congress) 회장 겸 최고경영자인 Carlo A. 

Scissura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팬데믹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 건설 산업은 

새로운 공공 안전 지침에 의해 생겨난 경제적 어려움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 캠페인은 

뉴욕이 친환경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를 재창조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뉴욕주 건설 업계의 탁월한 이들의 지원을 받아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전시켜 재건하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싸와 함께, 우리는 주 전체의 새로운 경제 성장을 지원하고 

창출하기 위해 주의 인프라를 계속 활성화시킬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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