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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엠파이어 스테이트 엔터테인먼트 산업 다양성 직업 훈련 개발 기금 발표  

  

직업 훈련과 노동력 개발을 위해 영화 산업 세금 공제액 일부를 할당하는 첫 번째 기금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다양성 및 노동력 준비도 향상을 위해 연간 1백만 달러 이상을 

제공하는 기금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미국 최초로 엠파이어 스테이트 엔터테인먼트 산업 

다양성 직업 훈련 개발 기금을 발표했습니다. 뉴욕주 영화 제작 및 포스트프로덕션 

세금액 공제 프로그램(New York State Film Production and Post-Production Tax Credit 

Programs)에 참여한 제작사는 약간의 세금액 공제액이 약간 삭감되을 받고, 이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직업 훈련 및 노동력 개발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회기말 종합 자본 지출 법안의 일부로 통과된 이 기금은 당초 연간 105만 달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의 힘은 다양성에 있으며, 우리는 이를 

강화하는 방법을 늘 찾고 있습니다. 이 미국 최초의 프로그램은 훌륭한 영화와 TV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작함과 동시에 미국에서 가장 폭넓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발전시키는 새로운 자원으로써 그 역할을 발휘할 것입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동력 개발에 대한 투자는 주 전역에서 

개인이 산업 일자리를 구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구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직업 훈련 기금은 성장하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필요한 노동력을 

개발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각 직업에 필요한 훈련을 제공하고, 우리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은 뉴욕주의 다양성을 나타내는 뉴욕 주민들이 뉴욕의 엔터테인먼트 산업 

성장과 관련된 직업에 종사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 법안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ESD)가 기금 규정을 제정하고 프로그램 제작 

보조금을 집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SD)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일자리 요구와 이 프로그램을 가장 영향력 있는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방법을 알아내기 위해 영화 산업, 교육계 및 일반 시민으로부터 참여와 제안을 

요청할 것입니다.  



 

 

  

이 법안은 뉴욕주, 브롱크스 커뮤니티 컬리지(Bronx Community College, BCC), 

미국영화산업노조국제극장 무대 종사자 연합(International Alliance of Theatrical Stage 

Employees, IATSE) 52 지구 간의 전례 없는 직업 훈련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지난 8월 채용을 시작하여 지난 10월 발표된 브롱크스 커뮤니티 

대학(BCC)의 영화 제작 훈련 프로그램은 부동산, 목공사, 전기 등 노동조합 기술 분야를 

위해 연간 최대 100명의 학생을 훈련하는 14주 과정의 새 프로그램입니다. 뉴욕주는 

브롱크스 커뮤니티 대학 2년 과정 프로그램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충당할 수 있도록 

37만 5,000달러를 보조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 사장 겸 최고 경영자인 Howard Zemsky 커미셔너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뉴욕의 다양성은 모든 산업의 고용 관행을 통해 빛을 

발합니다. 오늘 이 발표를 이후로 뉴욕주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전국의 다양성을 

이끄는 데 도움이 되도록 직업 훈련과 노동력 개발 자원 제공에 연간 1백만 달러 이상을 

지원할 것입니다."  

  

뉴욕주 하원의 Carl Heastie 하원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있어 가장 다양한 관객의 본거지이지만, 유색 인종은 여전히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거의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뉴욕 주민은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을 

제대로 반영하는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여전히 해야 할 일들이 많지만, 

이러한 투자는 우리 주 영화 산업에 있어 더욱 다양한 노동력을 증진하는 데 매우 필요한 

단계입니다."  

  

NBC 유니버설 영화 & 엔터테인먼트 그룹(NBCUniversal Film & Entertainment 

Group)의 Jeff Shell 회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NBC 유니버설은 카메라 앞과 뒤 

양쪽 모두에서 활약하는 다음 세대의 인재 양성에 오랫동안 책임을 다해왔습니다. 

Cuomo 주지사가 해당 이슈에 관해 보여준 리더십과 미디어 산업 다양성 증진에 대한 

주지사 행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미국 영화 협회(Motion Picture Association of America)의 회장 겸 최고 경영자인 

Charles Rivki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 영화 협회는 우리 산업의 다양하고 폭넓은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데 전념했습니다. 여러 배경을 가진 창의적인 전문가를 지원하는 

것은 노동력 다양성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스크린을 통해 전달하는 스토리에 우리 

지역사회와 관객의 다양성을 반영합니다. 직업 훈련과 노동력 개발을 위한 새 재정 

지원을 통해 뉴욕주의 산업 다양성을 촉진하는 이 혁신적인 미국 최초의 프로그램 

추진에 있어 앞으로 여러 파트너 및 뉴욕주와 협력하길 기대합니다."  

  

미국영화산업노조 부사장이자 52 지구의 사장인 John Ford는 이 프로그램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52 지구는 뉴욕주 및 브롱크스 커뮤니티 컬리지와 훈련 

프로그램을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이러한 신설 프로그램은 향후 제작 

https://esd.ny.gov/esd-media-center/press-releases/esd-new-film-production-training-program


 

 

작업에 점점 더 증가하는 수요에 부응, 자격을 갖춘 다양한 인력을 꾸준히 양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 및 영화 세액 공제 법적 지원을 바탕으로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그 어떤 때보다 더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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