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2년 8월 19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BIDEN 행정부로부터 5억 달러 이상을 뉴욕주에 수여하여 미국의 

구제 계획을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한다고 발표  

  

미국 재무부의 주 중소기업 신용 이니셔티브의 자금, 코로나19 팬데믹의 경제적 

영향에서 회복하는 기업 지원  

  

소수민족 및 여성 소유 중소기업을 위한 자금 지원 포함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미국 구조 계획법(American Rescue Plan Act)의 일환으로 

재인가를 받고 확대된 주 중소기업 신용 이니셔티브를 통해 뉴욕주가 연방 기금 5억 

150만 달러를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재무부에서 관리하는 SSBCI는 코로나19 

팬데믹의 경제적 영향에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제공하고, 전통적으로 소외된 중소기업이 팬데믹 이후 경제에서 

성공하도록 지원합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중추이며, 너무 많은 

소상공인들이 여전히 팬데믹의 경제적 피해를 고스란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펀딩은 소기업의 중요한 생명줄 역할을 하고, 혁신적 성장을 촉진하며, 뉴욕주 전역에서 

가장 취약한 지역사회를 부양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입니다. 저는 

Biden 대통령, Yellen 장관, Schumer 상원의원, Gillibrand 상원의원, 뉴욕 의회 대표단의 

민주당 의원들께 감사드리며, 우리가 엠파이어 스테이트 경제를 진전시키면서 계속해서 

함께 일하기를 기대합니다."  

  

Janet L. Yellen 재무부 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 구조 계획법을 통해 

기업가정신, 중소기업 성장 및 혁신에 대한 역사적인 투자이며, 이는 전통적으로 소외된 

지역사회에 대한 자본 접근 장벽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SSBCI 펀드가 뉴욕과 

전국에서 어떻게 공정한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미국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인 Charles E. Schum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역사적인 

5억 달러 규모의 연방 투자는 뉴욕의 소기업들이 팬데믹으로부터 회복하고 우리 지역 

경제를 재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이 연방 지원은 소외된 기업을 지원하고, 

국가의 공급망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조업과 청정에너지와 같은 핵심 산업의 기업가 

및 중소기업에 투자하며, 가장 필요한 지역사회에서 보수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수당 원내대표인, 저는 팬데믹 기간 동안 국가의 중소기업이 

직면한 전례 없는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 구조 계획의 일환으로 주 중소기업 신용 

이니셔티브 연방 투자를 확보하기 위해 싸웠으며 저는 이제 뉴욕이 주 중소기업을 

구축하고 제조하기 위해 연방 기금을 전달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우리의 

회복을 가속화하고 경제를 미래로 이끌기 위한 기반을 제공합니다."  

  

Kirsten Gillibrand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미국 구조 계획법에 따라 

SSBCI에 대한 이 역사적인 연방 기금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준 것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이 기금은 우리 주의 소기업 소유주들에게 중요한 자원을 제공하고 

자본에 대한 접근을 증가시킬 것입니다. 뉴욕의 소기업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우리 

주에서 밝은 미래와 경제적 번영을 위해 싸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Carolyn Maloney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기업은 뉴욕의 생명선이지만 불행히도 

코로나19 위기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저는 의회가 시와 주 전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개인과 중소기업을 도와준 미국 구조 계획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것에 

감격스럽습니다. 백악관이 미국 구조 계획의 주 중소기업 신용 이니셔티브(SSBCI)에 

따라 뉴욕주의 5억 100만 달러 규모의 중소기업 자금 지원 계획을 공식 승인함에 따라, 

오늘날 ARP의 자금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어려운 우리 중소기업들이 계속해서 문을 열 수 있도록 대통령님과 함께 발빠르게 

일해주신 Hochul 주지사를 칭찬합니다."  

  

Gregory Meeks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중추입니다. 

Hochul 주지사가 계획한 미국 구조 계획 SSBCI 기금 사용은 팬데믹 이후 경제에서 

소규모 기업들이 지역사회의 경제 발전에 필수적인 역할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소수민족 및 여성 소유 기업에 필요한 자원과 지원을 제공하여 지속적인 성장에 

대한 구조적 및 제도적 문제를 극복할 것입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 공사 사장, CEO 및 커미셔너인 Hope Knight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코로나19의 파괴적인 영향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지역 중 

하나였고, 우리 주의 많은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SSBCI 자금 지원은 이러한 기업, 특히 MWBE와 같은 역사적으로 소외된 기업을 돕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SD는 기업의 요구를 염두에 두고 고안된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이러한 중요한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제공할 것입니다."  

  

뉴욕주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를 통해 연방 정부의 지원을 뉴욕주 중소기업의 

중요한 요구에 맞추는 일련의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자본 

접근, 대출 보증, 대출 참여 프로그램, 담보 지원, 펀드 매니저 및 스타트업을 위한 벤처 

캐피털, 기술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이니셔티브와 기존 프로그램 확장이 

포함됩니다. 제안된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본 액세스 프로그램:  

  



• 2,940만 달러 자본 액세스 프로그램(기존 프로그램 확장) -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법인에 대출을 하는 대부업자들에게 포트폴리오 보험을 

제공하여 이러한 기업들에 대한 대출 확대를 장려합니다.  

  

적당한 가격의 부채 프로그램:  

  

• 1억 610만 달러 자본 대출 기금(신규 프로그램) - 채무 도구 및 신용 구조를 

통해 장기 자본 투자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자본 대출은 사회적 및 경제적 

약자에 대한 자본 지원에 중점을 두고 매우 유연하게 사용됩니다.  

• 5,550만 달러 규모의 중소기업 리볼빙 대출 펀드(기존 프로그램 확대) - 이 

기금은 불평등한 자본 접근을 해결할 것이며, 새로운 기업, 은행이 부족한 

지역사회, 소수민족 소유 가능성이 더 높은 소규모 기업이 직면한 격차를 

해소할 것입니다.  

• 4,700만 달러 뉴욕 선물 대출 기금(기존 프로그램 확장) - 참여 커뮤니티 

개발 금융 기관(Community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 CDFI) 

대부업체를 통해 소규모 기업과 비영리 단체에 유연하고 저금리 대출을 

제공하기 위해 투자자가 자금을 조달하는 대출 프로그램입니다.  

• 2,200만 달러 결합 보증 프로그램(기존 프로그램 확장) - 보증 결합을 

제공하여 소규모 기업의 결합과 관련된 위험을 줄입니다.  

• 2,200만 달러의 계약자 자금 조달 리볼빙 대출 기금(신규 프로그램) - 연방, 

주 및 지방 계약을 보호하기 위해 달러와 일치하는 것이 필요한 계약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제공합니다.  

  

Equitable Venture 투자:  

  

• 1억 200만 달러 규모의 신흥 및 지역 파트너 프로그램 기금(신규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다양하고 신흥적이며 지역적인 민간 부문 펀드 

매니저의 성장과 설립을 지원할 것입니다.  

• 5,200만 달러 규모의 커뮤니티 및 지역 파트너 프로그램 기금(신규 

프로그램) - ESD는 선택된 가속화 기업들에게 뉴욕주 신생 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민간 달러와 함께 활용될 자금을 제공할 것입니다.  

• 3,000만 달러 규모의 사전 시드 및 시드 매칭 펀드 프로그램(신규 

프로그램) - ESD는 뉴욕주 전역의 엔젤 그룹 및 사전 시드 투자자들과 

협력하여 성장 및 발전의 초기 단계에서 고성장 스타트업 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  3,500만 달러 규모의 뉴욕주 혁신 벤처 캐피털 펀드(기존 프로그램 확장) - 

ESD는 2015년부터 뉴욕 벤처스 펀드를 관리해 왔으며, 이 투자 

프로그램에는 40개 이상의 포트폴리오 회사가 있으며, 이 중 65%는 여성 

및/또는 소수 민족이 설립하거나 이끌고 있습니다. SSBCI 펀드는 이 직접 

투자 펀드 프로그램을 더욱 자본화할 것입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는 앞으로 90일 동안 추가적인 프로그램 기준과 지침을 

수립할 예정이며, 공식적인 프로그램에 따른 신청 절차는 가을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esd.ny.gov/ssbci를 방문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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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