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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뉴욕주의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재구상, 재건, 재개" 

캠페인의 새로운 광고 발표  

  

신규 광고는 적격 뉴욕 주민들이 총 38억 달러의 임대 구제 및 중소기업 구제 프로그램을 

신청하도록 장려  

 

광고 시청은 여기 및 여기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 주민들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총 38억 달러의 임대 구제 및 중소기업 구제 프로그램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두 가지 새로운 광고를 출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5월에 주지사가 개시한 

"재구상, 재건, 재개" 캠페인의 일부인 광고는 임차인 및 중소기업이 신청하기를 

장려하며 방송 TV, 스페인어 방송국, 스트리밍 서비스 및 온라인을 포함한 여러 

플랫폼에서 방송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캠페인은 7월 말까지 주 전역에서 진행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코로나19를 격퇴하고 제한을 줄이고 

있으며,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주 임차인과 중소기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야합니다. 이 두 가지 새로운 광고는 임차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주 지원으로 38억 

달러를 증진하여 경제를 다시 회복하고 뉴욕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주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팬데믹은 주 전역의 생계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지만 현재 회복되고 있으며 

이러한 광고는 지원을 맏을 수 있음을 널리 알릴 것입니다."  

  

광고는 다음과 같은 코로나19 구제 프로그램을 홍보합니다.  

  

• 긴급 임대 지원 프로그램: 노숙자 또는 주택 불안정성을 경험할 위험이 

있는 저소득층 가구는 임대 체납, 임시 임대 지원 및 공익사업 연체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7억 달러 규모의 프로그램.  

• 코로나19 팬데믹 중소기업 회복 지원금 프로그램(Pandemic Small 

Business Recovery Grant Program): 중소기업 회복 지원금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이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최대 

8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합니다. 프로그램 신청은 팬데믹의 경제적 

피해로부터 회복하고자 하는 중소 또는 영세기업, 중소규모 독립 예술 및 

문화 단체가 자격이 있으며 현재 신청을 접수 중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XvKUZwSIDsw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a34f90c0-fcd4a807-a34d69f5-000babd9f75c-a72a8b3cc507e61f&q=1&e=53529ee5-4cb3-44de-8356-71b64af6781f&u=https%3A%2F%2Fyoutu.be%2FmmzkhK5JVh8
https://www.governor.ny.gov/news/back-new-york-groove-governor-cuomo-announces-launch-new-reimagine-rebuild-renew-campaign
https://www.governor.ny.gov/news/back-new-york-groove-governor-cuomo-announces-launch-new-reimagine-rebuild-renew-campaign


 

 

• 레스토랑 복원력 프로그램: 2,500만 달러의 보조금을 레스토랑에 지원하여 

취약하고 소외된 지역사회에 식사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 레스토랑 직장 복귀 세액 공제: 뉴욕시 또는 뉴욕주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가 최소 30일 연속 오렌지 또는 레드존으로 지정한 구역 내 소규모 

독립 소유 레스토랑에 대해 3,500만 달러.  

• 뉴욕시 뮤지컬 및 연극 제작 세금 공제: 최소 500석의 좌석이 있는 자격을 

갖춘 무대에서 공연하는 영리 프로덕션.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새로운 

시작과 뉴욕시의 관광 활동 지원을 위해 세액 공제를 1억 달러 제공합니다.  

• 뉴욕주 생물방위 상용화 기금: 생명 과학, 생명 공학 및 생물 방위에 대한 

뉴욕의 연구 개발 자산과 전문 지식을 활용하기 위해 생명 과학 관련 

이니셔티브에 4천만 달러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 뉴욕 포워드(New York Forward) 대출 기금: 뉴욕주 중소기업, 비영리 

단체 및 소규모 주거 집주인을 지원하기 위한 1억 달러의 경제 회복 대출 

프로그램.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ESD) 커미셔너 대행, 대표 겸 

최고경영자 임명자 Eric Gertl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소기업은 뉴욕 경제의 

중추이며 코로나19 팬데믹 중소기업 복구 보조금 프로그램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지원을 받아 코로나19 팬데믹의 치명적인 영향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는 광범위한 마케팅 노력과 지원 활동을 통해 

중소기업이 뉴욕주가 특별히 고안한 지원과 기회를 인식하여 경제가 재개됨에 따라 

성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Mike Hein 주 임시 및 장애 지원국(Office of Temporary and Disability Assistance)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대 지원 프로그램은 고군분투하는 뉴욕 주민들이 

연체 임대료의 부담을 완화받고 팬데믹의 재정적인 피해로부터 회복을 시작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는 Cuomo 주지사가 팬데믹에 의해 불균형하게 영향을 받은 뉴욕 주민과 

지역사회에 중요한 자금을 제공할 이 프로그램 및 기타 프로그램을 강조한 것에 대해 

박수를 보냅니다."  

  

5월에 Cuomo 주지사는 주정부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의 치명적인 경제적 

영향에서 여전히 회복하고 있는 임차인 및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이니셔티브에 자금을 투자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6월 8일에 

코로나19 팬데믹 중소기업 회복 지원금 프로그램의 보조금에 대한 세금을 면제할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6월 10일에, Cuomo 주지사는 프로그램의 온라인 신청서 개설을 

시작했습니다. NYSBusinessRecovery.ny.gov. 이 사이트는 또한 팬데믹 구제를 원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할 수있는 다양한 자원을 조명합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는 더 자세한 정보와 지원금에 대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을 시 웹사이트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합니다. 프로그램 신청 사이트는 소수자 지역사회 개발 금융 

기관인 렌디스트리가 제공합니다.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applications-now-open-800-million-covid-19-pandemic-small-business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proposes-legislation-waive-taxes-funding-800-million-covid-19-pandemic-small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applications-now-open-800-million-covid-19-pandemic-small-business
http://nysbusinessrecovery.ny.gov/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00256800-5fbe50c7-00279135-000babd9f75c-4496c58d4db8e544&q=1&e=53529ee5-4cb3-44de-8356-71b64af6781f&u=https%3A%2F%2Flendistry.com%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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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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