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9년 11월 8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의 다양한 목소리를 증진하기 위한 제4회 

피치뉴욕(PITCHNY) 행사 개최 발표  

  

전설적인 록펠러 플라자 30번가에서 열리는 행사에서 업계 지도자들이 촉망받는 영화 

제작자, 프로듀서, 작가들과 이들통안 학습 및 네트워킹 기회에 참여  

  

여기에서 사진 확인 가능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 전역의 열정적인 영화 제작자, 프로듀서 및 

작가들에게 그들의 업무 경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자원과 조언을 제공하고, 

엔터테인먼트 업계 리더들을 개인적인 멘토로 연결시켜주는 워크숍인 제4회 피치 

뉴욕(PITCHNY) 개최를 발표했습니다. 주지사의 영화 및 TV 개발 사무국(Office of 

Motion Picture & Television Development)과 NBC유니버설(NBCUniversal)이 

트라이베타 필름 인스티튜트(Tribeca Film Institute)와 협업해서 주관하는 이 행사는 

엔터테인먼트 업계 전반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포용하도록 촉진하기 위한 뉴욕주의 가장 

최근의 프로그램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의 가장 큰 강점은 우리의 다양성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영화와 방송 업계의 주요 위치에 앉을 수 있도록 

장벽을 허물고 싶습니다. 이 행사는 다양한 젊은 콘텐츠 제작자들을 업제 진출에 필요한 

멘토, 노출 및 리소스와 연결하여, 새로운 인재 및 차세대 작가, 감독, 프로듀서 및 

스튜디오 임원을 위한 길을 마련합니다."  

  

피치뉴욕(PITCHNY)에서 연설한 Melissa DeRosa 주지사 비서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리더십에 따라 뉴욕주는 동등한 기회를 창출하는 국가 

선도적인 모범을 마련하고 있으며, 피치뉴욕(PITCHNY)는 이러한 노력을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이 행사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전역의 다양한 젊은 영화 제작자, 프로듀서 및 

작가들에게 각자 각자의 독특한 목소리와 이야기를 각본과 대본, 은막에서 들려줄 수 

있는 흥미롭고 감동적인 행사입니다."  

  

주지사의 영화 및 TV 개발 사무국(Office of Motion Picture & Television Development)은 

뉴욕에서 성장한 인재를 육성하고, 열정적인 콘텐츠 창작자들을 위한 길을 구축하고 

확장하도록 돕기 위해서 스튜디오 및 비영리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https://www.flickr.com/photos/governorandrewcuomo/albums/72157711694816297


 

 

피치뉴욕(PITCHNY)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비롯한,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관심이 있는 최근 졸업자는 신청서를 제출했고, 트라이베카 필름 연구소(Tribeca 

Film Institute)의 선정 작업을 거쳤습니다. 50명의 결선 진출자는 뉴욕주 전역에서 

출전하며 다음과 같은 공립 및 사립 대학을 대표합니다.  

• 바너드 칼리지(Barnard College)  

• 브루클린 칼리지(Brooklyn College)  

• 뉴욕시 칼리지(City College of New York)  

• 세인트 로즈 칼리지(The College of Saint Rose)  

• 컬럼비아 대학교(Columbia University)  

• 뉴욕 시립 대학교 바루크 칼리지(CUNY Baruch College)  

• 기술 패션 인스티튜트(Fashion Institute of Technology)  

• 포드햄 대학교(Fordham University)  

• 호프스트라 대학교(Hofstra University)  

• 헌터 칼리지(Hunter College)  

• 이타카 칼리지(Ithaca College)  

• 라구아디아 커뮤니티 칼리지(LaGuardia Community College)  

• 롱아일랜드 대학교 브루클린(Long Island University Brooklyn)  

• 마리스트 칼리지(Marist College)  

• 뉴 스쿨(The New School)  

• 뉴욕 대학교(New York University)  

• 렌셀러 폴리테크닉 대학교(Rensselaer Polytechnic Institute)  

• 사라 로렌스 칼리지(Sarah Lawrence College)  

• 스키넥터디 카운티 커뮤니티 칼리지(Schenectady County Community College)  

• 세인트 존스 대학교(St. John's University)  

• 뉴욕 주립 대학교 버펄로 주립(SUNY Buffalo State)  

• 뉴욕 주립 대학교 엠파이어 스테이트 칼리지(SUNY Empire State College)  

• 뉴욕 주립 대학교 오스위고(SUNY Oswego)  

• 뉴욕주립대학 포츠담 분교(SUNY Potsdam)  

• 뉴욕 주립 대학교 퍼체이스(SUNY Purchase)  

• 버펄로 뉴욕 주립 대학교(SUNY University at Buffalo)  

• 시러큐스 대학교(Syracuse University)  

  

이틀간의 행사 첫날에는 트라이베카 영화 연구소(Tribeca Film Institute)가 이끄는 연습 

피치 워크숍을 비롯해 참가자와 업계 베테랑 간의 네트워킹을 지원하는 환영 리셉션이 

포함되었습니다. 둘째 날에는 정보 패널, 원탁 토론, 엔터테인먼트 전문가와의 일대일 

"스피드 데이팅" 피치 세션이 열렸습니다. 이 행사는 록펠러 플라자 30에 위치한 

NBC유니버설(NBCUniversal)의 전설적인 본사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행사가 열린 이틀동안 Melissa DeRosa 주지사 비서관,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의 커미셔너 대행 겸 대표, 최고경영자 임명자인 

Eric Gertler, 트라이베카 엔터프라이즈(Tribeca Enterprises) 최고경영자 겸 공동 

창립자인 Jane Rosenthal, NBC유니버설(NBCUniversal)의 제너럴 카운슬 겸 컴캐스트 

주식회사(Comcast Corporation) 부사장 Kimberley D. Harris, 

NBC유니버설(NBCUniversal) 다양성 및 포용성 부사장 Salvador Mendoza 등이 

연설자로 나섰습니다. 코미디 센트럴(Comedy Central)의 얼터내티노(Alternatino)와 

브로드 시티(Broad City), 넷플릭스(Netflix)의 인기 시리즈 나르코스(Narcos)에서의 

활동으로 알려진 배우 Arturo Castro가 행사에 참석해서 자신이 개인사를 공유하고, 

모든 플랫폼에 걸쳐 즐거움을 주는 방법에 대해 조언을 제공했습니다.  

  

유튜브(Youtube Space New York), 잭스 미디어(Jax Media), NBC 엔터테인먼트(NBC 

Entertainment) 소속 뉴 미디어 전문가들이 업계 동향을 논의하고, 학생들에게 

"변화하는 미디어 동향(The Changing Media Landscape)"의 패널로서 혁신적이고 

진보하는 콘텐츠 창작과 유통 구조에 대한 통찰을 제공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전하세요(Get Your Story Heard)" 패널에는 수상 경력에 빛나는 

배우/프로듀서/작가/감독 Otoja Abit와 Melissa Haizlip이 참여했니다. 이들은 조언과 

개인의 일화로 학생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발전시키고 업계에 진출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었습니다.  

  

참가자는 유니버설 컨텐츠 프로덕션(Universal Content Productions), 탠저린 

엔터테인먼트(Tangerine Entertainment), 미국 무지개 영화제(America's Rainbow Film 

Festival), 워너 호라이즌 TV(Warner Horizon TV), 드피나 영화 제작사(DeFina Film 

Productions), 트라이베카 영화제(Tribeca Film Festival), 토픽 스튜디오스(Topic 

Studios), 스토케이드 웍스(Stockade Works), CBS 주식회사(CBS Corporation), 

에지웍스 스튜디오스(Edgeworx Studios), WBTV, HBO, 버란티 프로덕션스(Berlanti 

Productions), 국제 푸에르토리코 헤리티지 영화제(Int'l Puerto Rican Heritage Film 

Festival), 레드 크라운 프로덕션스(Red Crown Productions),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Sony Pictures Entertainment), 부시윅 영화제(Bushwick Film Festival) 

소속의 프로듀서, 작가, 감독, 개발자, 디벨로퍼와 짝을 이루었습니다. CBS의 FBI에서 

애널리스트 Kristen Chazal을 연기하는 여배우 Ebonée Noel도 참여하여 업계에서 

다양한 콘텐츠 제작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일대일 세션들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스토리 피칭을 연습하고, 업계 

리더들로부터 피드백과 건설적 비판을 받았습니다. 업계 담당자들은 실제로 이루어지는 

피칭 상황을 가상적으로 보여주었으며, 학생들에게 그들의 스토리를 공유하고 피칭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러한 "스피드 데이팅" 피칭 세션에서는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리더들을 떠오르는 세대의 다양한 콘텐츠 창작자들과 

연결시키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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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경영자 임명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화 및 방송 산업은 우리 주 경제의 중요한 

부분이며, 오늘날의 피치뉴욕(PITCHNY) 행사는 엔터테인먼트 분야를 확장하고 산업 

전문가와 협력하여 산업을 확장하며, 재능 있는 뉴욕 주민들을 위해 새로운 길과 기회를 

열어줄 다양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NBC유니버설(NBCUniversal)의 제너럴 카운슬 겸 컴캐스트 주식회사(Comcast 

Corporation) 부사장인 Kimberley D.Harris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해 

피치뉴욕(PITCHNY)은 다양한 차세대 스토리텔러를 양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또 다른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유하는 비전으로 인해 이 

파트너십이 특히NBC유니버설(NBCUniversal)에게 의미 깊습니다."  

  

트라이베카 엔터프라이즈(Tribeca Enterprises)의 Jane Rosenthal 최고경영자 겸 

공동 창립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치뉴욕(PITCHNY)은 영화 및 방송계에서의 

새로운 목소리를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트라이베카 영화 연구소(TFI)의 

사명에 부합하는 일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네 번째로 개최하고 참가자들을 맞이하게 

되어 기쁩니다. 이 기회는 떠오르는 예술가들이 피칭을 연습하고 업계 베테랑의 경험에 

대해 들을 수 있는 중요한 학습 기회입니다."  

  

뉴욕주는 성소수자(LGBTQ) 권리와 결혼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고, 

이민자 지역사회를 환영하며, 여성의 평등 의제 및 직장 차별에 맞서 싸우는 등 사회 

정의를 위한 투쟁과 다양성 보호에서 국가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피치뉴욕(PITCHNY)은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성을 증대하며 포용을 촉진하고 뉴욕주의 모든 소수 집단을 

지지하겠다는 Cuomo 주지사의 유산을 기반으로 합니다.  

  

주지사의 영화 및 TV 개발 사무국 소개 (Governor's Office of Motion Picture & 

Television Development)  

뉴욕주 주지사의 영화 및 TV 개발 사무실(New York State Governor's Office of Motion 

Picture & Television Development)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국(Empire State 

Development)의 산하 부서로 영화, TV 및 광고 제작 및 제작 후반 사업의 비용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사무실은 또한 제작사와 도시 및 지방 정부, 주 기관, 주 

전역의 연락망, 지역 영화사 및 전문 촬영지 스카우트와 매니저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합니다. 뉴욕주에서의 영화 제작, 또는 영화 제작 및 제작 후 세금 공제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는 www.NYSFilm.com을 방문하세요.  

  

NBC유니버설(NBCUniversal) 소개  

NBC유니버설(NBCUniversal)은 전 세계 고객에게 엔터테인먼트, 뉴스 및 정보를 개발, 

제작 및 마케팅하는 세계 최고의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기업입니다. 

NBC유니버설(NBCUniversal)은 뉴스 및 엔터테인먼트 텔레비젼 네트워크, 최고의 모션 

픽처 기업, 대규모 방송 제작 운영, 선도적인 텔레비전 방송국 그룹, 세계적인 명성의 

https://protect2.fireeye.com/url?k=7fd956c0-23ff629b-7fdbaff5-000babd905ee-e155f732d858510d&q=1&u=http%3A%2F%2Fwww.nysfilm.com%2F#_blank


 

 

테마 파크, 선도적인 인터넷 기반 기업으로 구성된 귀중한 포트폴리오를 보유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NBC유니버설(NBCUniversal)은 컴캐스트 주식회사(Comcast 

Corporation)의 자회사입니다.  

  

트라이베카 영화 연구소(Tribeca Film Institute) 소개  

트라이베카 영화 연구소(Tribeca Film Institute) 는 뉴욕에 위치한 비영리 단체로 9/11 

이후 Robert De Niro, Jane Rosenthal,, Craig Hatkoff가 영화의 힘을 통해 지역사회를 

하나로 모으기 위해 창설되었습니다. 오늘날 트라이베카 영화 연구소(TFI)는 미국 

전역과 전 세계에서 영화 제작자와 크리에이터가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고 관객과 

소통하며 번창하는 커리어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도구와 리소스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통해 스토리텔러들이 진입, 노출, 지속 

가능성에서 부딪히는 장벽을 없애고, 이로 인한 권력 및 대표성의 불균형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다큐멘터리, 스크립트, 몰입형 미디어 부문에서 활동하는 트라이베카 영화 

연구소(TFI)는 225백만 달러 이상의 가치를 가지는 보조금, 멘토십, 랩, 워크숍을 

진행하여 매년 225명 이상의 스토리텔러를 지원합니다. 트라이베카 영화 연구소(TFI)에 

관한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는, www.tfiny.org를 방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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