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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 주지사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수출수출수출수출 지원지원지원지원 기금을기금을기금을기금을 장려하기장려하기장려하기장려하기 위한위한위한위한 GLOBAL NY FUND TOUR를를를를 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 
 

기업들의기업들의기업들의기업들의 글로벌글로벌글로벌글로벌 시장시장시장시장 진입을진입을진입을진입을 돕기돕기돕기돕기 위해위해위해위해 최대최대최대최대 50,000달러의달러의달러의달러의 보조금과보조금과보조금과보조금과 최대최대최대최대 500,000달러의달러의달러의달러의 
융자금을융자금을융자금을융자금을 지원하다지원하다지원하다지원하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의 Global NY Fund Tour의 출범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투어는 뉴욕주의 10대 경제개발지역에서 열리고 있는 일련의 정보 

세션으로 중소기업과 비영리단체에게 국제 수출 활동 지원을 위해 제공되는 새로운 

자원에 대해 알려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Capital Region에서 열리는 오늘 

행사에서는 Kathy Hochul 부지사가 주정부 관리들과 자리를 함께 하였습니다. 이 

관리들은 새로운 3,500만 달러 규모의 Global NY Fund를 상세히 알리고 참가자들의 

질문에 답변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으로 뉴욕주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은 세계 시장에서 커나갈 새로운 기회를 

아는 일이 더욱 쉬워졌습니다. 이는 이들 기업들이 자국에서 더욱 번성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라고라고라고라고 Cuomo 주지사가주지사가주지사가주지사가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우리 행정부가 

뉴욕의 민간부문이 국경을 넘어 경쟁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데 자부심을 느낍니다. 우리 

주의 기업들이 더 많이 세계 무대에서 성공을 거두기를 기대합니다.”  
 

"Global NY Fund가 Capital Region과 뉴욕주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보다 

쉽게 액세스할 수 있도록 이들 기업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있습니다"라고라고라고라고 Kathy Hochul 

부지사가부지사가부지사가부지사가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세계 무역에 관심이 있는 기업들이라면 뉴욕주의 무비용 원스톱 

쇼핑 서비스가 얼마나 여러분을 성장시킬 수 있는지 알아보시길 강력히 권합니다." 
 

융자융자융자융자 기회기회기회기회 

ESD는 직접적인 수출을 일으키거나 확대하고 더 큰 규모의 수출업자들에게 공급업체 

역할을 하고자 하는 뉴욕주 기업들에게 자금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융자기관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업들은 수출 관련 계약에 따라 

배송에 필요한 장비 및 재고품을 구매하고 타국 외상 매출금을 지원하기 위한 

운전자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대 500,000달러의 융자금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통적인 신용대출시장에 액세스할 수 없는 기업들에게 유리한 것으로, 뉴욕주 기업들은 

수출금융으로 수천만 달러를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 밖에도, 증류 및 발효 

음료업체들이 뉴욕주의 발전하는 음료업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이들 업체들에게 

최대 50,000달러 규모의 무이자 융자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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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보조금보조금보조금 기회기회기회기회 

ESD는 또한 기업들이 수출을 시작하거나 세계 수출물량을 늘릴 수 있도록 최대 

25,000달러의 보조금을 제공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보조금은 외국의 규제 요건에 

맞는 시장 맞춤화, 무역박람회/미션 참여, 수출 워크숍, 제품 적응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뉴욕주 기업들에게 수출 지원과 무역 교육을 제공하는 비영리단체에게는 최대 

50,000달러의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Global NY Fund Tour는 오늘 Capital Region에 도착하여 뉴욕주의 10개 경제개발지역에 

모두 들를 것입니다: 

• Capital Region(Albany): 3월 30일, 오전8시30분 – 오전 10시, Albany Marriott 
Hotel, 189 Wolf Road Albany, NY 12205. 

• North Country(Watertown): 4월 4일, 오전 11시30분 – 오후 1시, Ramada 
Watertown, 21000 NYS Rt. 3, Watertown, NY 13601. 

• North Country(Plattsburgh): 4월 5일, 오전8시30분 – 오전 10시, Holiday Inn, 
412 NYS Rt. 3 Plattsburgh, NY 12901. 

• Southern Tier(Binghamton): 4월 13일, 오전8시30분 – 오전 10시, Innovative 
Technologies Complex – Symposium Hall, Binghamton University, 85 Murray Hill 
Road Vestal, NY 13850. 

• Finger Lakes(Rochester): 4월 14일, 오전 11시30분 – 오후 1시, Burgundy 
Basin Inn, 1361 Marsh Road, Pittsford NY 14534. 

• Mid-Hudson(Rye Brook): 4월 19일, 오전8시30분 – 오전 10시, The Business 
Council of Westchester, 800 Westchester Ave, Rye Brook, NY 10573, 

• Mid-Hudson(New Windsor): 4월 19일, 오후 2시 – 오후 4시, William Larkin 
Conference Room, 33 Airport Center Drive, New Windsor, NY 12553 

• Western New York(Buffalo): 4월 26일, 오전8시30분 – 오전 10시, Buffalo 
Niagara Partnership (Conference Room), 257 W Genesee Street #600, Buffalo, 
NY 14202. 

• Central New York(Syracuse): 4월 27일, 오전 11시30분 – 오후 1시, Tech 
Garden Facility, 235 Harrison St., Syracuse, NY 13202. 

• Long Island(Bethpage): 5월 2일, 오전8시30분 – 오전 10시, The Morrelly 
Homeland Security Center, 510 Grumman Road West, Bethpage, NY. 

• New York City: 5월 11일, 오전8시30분 – 오전 10시, The Barclays Center 
Atrium, 620 Atlantic Avenue, Brooklyn, NY 11217. 

• Mohawk Valley(Utica) –3월 29일 Mohawk Valley Community College에서 

개최됨.  

Global NY는 세계로 수출을 원하는 현지 기업들과 뉴욕에 투자하고자 하는 외국 

기업들에게 원스톱 쇼핑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global.ny.gov를 방문하거나 (212) 

803-2300로 전화해서 확인하십시오. 융자 및 보조금 신청은 ESD 웹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Empire State Development 소개소개소개소개: 

ESD(Empire State Development)는 뉴욕 수석 경제 개발 기관(www.esd.ny.gov)입니다. 

ESD의 목적은 경제 활성화와 성장, 새로운 일자리 및 경제 기회 창출, 주정부 및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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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세수의 증가 및 지역 사회 경제의 안정화 및 다변화입니다. 대출, 지원금, 세금 

공제 및 기타 금융 지원을 통해서 ESD는 직장 창출 도모와 뉴욕주에 위치한 지역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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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omo 주지사의 지역경제개발협의회 및 주의 상징적 관광 브랜드인 “I Love NY”의 

마케팅을 감독하는 일차적 행정 기관이기도 합니다. 지역 위원회 및 Empire State 

Development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웹사이트(www.regionalcouncils.ny.gov 및 

www.esd.ny.gov)를 방문하십시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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