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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주 전역에 걸쳐 약 29,000곳의 중소기업에 5억 달러 이상 규모의 

팬데믹 구호 물품 배포 계획 발표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의 코로나19 팬데믹 중소기업 회복 보조금 프로그램,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생명줄 제공  

  

수여 기금의 98%는 10인 미만 사업체에, 90%는 소수·여성 기업에 제공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전역에 걸쳐 약 29,000곳에 이르는 중소기업들이 

코로나19 팬데믹 중소기업 회복 보조금 프로그램(Small Business Recovery Grant 

Program)을 통해 5억 달러 이상의 보조 기금을 수여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뉴욕주 내의 현재 생존 가능한 

소기업, 소규모 기업 및 영리 독립 예술 및 문화 단체에 유연한 보조금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기업들은 우리 주 경제의 중추이며, 코로나19 

위기로부터 진정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소기업들은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합니다. 기업들이 자립하여 다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자금을 

집행하는 것을 계속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Hochul 주지사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뉴욕이 

코로나19의 영향에서 회복함에 따라 초기 중소기업이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최대 

2억 달러를 지원하겠다는 제안을 진전시켰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 부 커미셔너이자 사장 겸 최고경영자 임명권자인 Hope 

Knight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ESD의 코로나19 팬데믹 중소기업 회복 보조금 

프로그램은 우리 중소기업이 꾸준히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생명줄이었습니다. 우리는 

도움이 가장 절실히 필요한 곳에 이 자금을 투입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으며, 지원을 

아끼지 않은 Hochul 주지사님과 매일 우리 경제 재건을 위해 일하시는 뉴욕의 모든 

중소기업 소유주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종업원 10인 이하 중소기업이 98%의 기금을 수여했고, 여성이나 소수자인 사업체가 

90%의 기금을 수여했습니다. 이들은 팬데믹의 지속적인 영향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기업들이며, 종종 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가장 적습니다. 평균 보조금 수여 금액은 약 

17,425달러입니다.  

  

Hochul 주지사는 작년 8월 이 프로그램을 5십만 달러에서 최대 250만 달러의 수익이 

있는 기업까지 확대 적용했으며, 연방 급여 보호 프로그램 대출을 받은 기업의 한도도 

10만 달러에서 25만 달러로 늘려 수천 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자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 지원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일대일 지원, 이미 14개 언어로 

295,000건의 통화와 자료를 기록한 콜 센터인 웨비너(Webinars)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를 통해 제공되는 지원의 예이며, 이는 중소기업이 이 중요한 기금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에 대한 정보와 다른 코로나19 구호 프로그램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https://esd.ny.gov/business-pandemic-recovery-initiative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 공사는 뉴욕주 및 연방 팬데믹 구호 보조금 및 대출 신청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는 주 전역의 기업가 및 중소기업에 지시, 훈련, 기술 지원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파트너 조직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https://esd.ny.gov/organizations-available-assist-businesse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nna M. Kaplan 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의 많은 소기업들이 

팬데믹의 도전에서 겨우 살아남았으며, 우리가 우리 중 누구도 기대했던 것만큼 

간단하지 않은 회복을 보임에에 따라 앞으로 나아갈 길은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팬데믹 

중소기업 회복 보조금 프로그램과 같은 프로그램들은 주 전역의 수천 개의 소기업들이 

문을 열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수적이었지만,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손에 

자금을 투입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더 많은 중소기업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이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할 때이며, 새로운 창업을 시도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자는 Hochul 주지사님의 제안을 법제화해야 합니다."  

  

Al Stirpe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직 중소기업 소유자로서 저는 글로벌 

팬데믹과 유례없는 경제난은 고사하고 평상시에 아이디어를 성공적인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중소기업 회복 

보조금 프로그램은 뉴욕의 팬데믹 대응의 중요한 부분이었으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연방 지원 자격이 없거나 추가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지원했습니다. 하원 중소기업 위원회의 의장으로서, 저는 주 전역의 사업주들을 직접 

만나 그들의 가장 시급한 요구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보조금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을 

지원했습니다. 이 보조금 프로그램은 중요한 이정표에 도달했고, 경제적으로 소외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비롯해 더 많은 유자격 기업들이 이 중요한 보조금 프로그램을 

이용하기를 기대합니다. 회복의 길에 대한 우리 주의 기업 공동체에 보내준 지속적인 

지지와 우리 주에서 기업가 정신을 강화하기 위한 그녀의 새로운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2022-23년 주 예산에서 어려움을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esd.ny.gov%2Fbusiness-pandemic-recovery-initiative&data=04%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466e1b4b87df452683f008da0830833d%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831301703630295%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sdata=dFyc%2BxKRN%2BFTTcrDPxYYvk%2BBtApcux3cVwcktqS%2Fia4%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esd.ny.gov%2Forganizations-available-assist-businesses&data=04%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466e1b4b87df452683f008da0830833d%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831301703630295%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sdata=5cm3TAQnoK%2BGlFPyAoH2ccdUVCwsKaNPtRD0m4DmvZ8%3D&reserved=0


겪고 있는 기업들에 추가적인 구제를 제공하기 위해 주 지도자 및 이해 관계자들과 계속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  

  

뉴욕주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소개  

뉴욕주 개발공사(ESD)는 뉴욕의 주요 경제 개발 기관입니다 (www.esd.ny.gov). 뉴욕주 

개발공사의 목적은 경제 활성화와 성장, 새로운 일자리 및 경제 기회 창출, 주 정부 및 

지방정부의 세수 증가 및 지역사회 경제의 안정화 및 다변화입니다. 대출, 지원금, 세금 

공제 및 기타 금융 지원을 통해서 뉴욕주 개발공사는 직장 창출 도모와 뉴욕주에 위치한 

지역사회의 번영을 위한 사유 기업 투자 및 성장 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SD)는 또한 뉴욕주의 지역경제개발협의체(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s)와 뉴욕을 상징하는 관광 브랜드 “아이 러브 뉴욕(I 

LOVE NY)”을 감독하는 주요 행정기관입니다. 지역 위원회와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www.regionalcouncils.ny.gov 및 www.esd.ny.gov를 방문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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