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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의 다양한 목소리를 증진하기 위한 PITCH NY 

행사 개최 발표 

 

행사에서는 조언과 자원을 얻을 수 있도록 열정적인 영화 제작자, 프로듀서 및 작가들을 

업계 리더들과 연결시켜줌 

 

학생들은 뉴욕의 사회적 정의 리더십을 강조하기 위한 주 차원의 마케팅 대회에 참가 

 

행사 사진은 여기에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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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가들에게 그들의 업무 경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자원과 조언을 제공하고, 업계 

리더들과 연결시켜주는 워크숍인 Pitch NY을 발표했습니다. 주지사의 영화 및 TV 개발 

사무국(Office of Motion Picture & Television Development) 과 NBCUniversal Studios가 

National Hispanic Foundation for the Arts와 협업해서 주관하는 이 행사는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포용하도록 촉진하기 위한 뉴욕주의 가장 최근의 

프로그램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평등과 다양성에 대한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나라의 문화적 수도입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영화 

및 TV 제작 업계의 리더들과 연결시켜줌으로써, 우리는 뉴욕의 차세대 혁신가들을 

육성하고, 우리 주에서 보다 강하고 포용적인 엔터테인먼트 부문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주지사의 영화 및 TV 개발 사무국은 뉴욕주에서 성장한 인재를 육성하고, 열정적인 

콘텐츠 창작자들을 위한 길을 구축하고 확장하도록 돕기 위해서 스튜디오 및 

비영리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Pitch NY 첫 워크숍에 참가하기 위해서,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의 업무 경력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National Hispanic 

Foundation for the Arts에 의해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된 31명의 학생 참가자들은 뉴욕주 

전역에 걸쳐 지리적으로 다양한 지역 출신이고, 다양한 공립 및 사립 대학교를 대표하는 

대학생, 대학원생 및 최근의 졸업생들입니다.  

 

하루 동안의 상호적인 워크숍인 Pitch NY에는 정보를 제공하는 2명의 패널, 격식을 

파괴한 “speed dating” 피칭 세션, 그리고 마케팅 대회가 포함됩니다. 행사는 

https://www.flickr.com/photos/governorandrewcuomo/sets/72157673266679643


NBCUniversal의 30 Rockefeller Plaza 스튜디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행사의 사진은 

여기에서 제공됩니다. 

 

NBCUniversal의 일부인 Vimeo, Vice Media 및 Seeso에서 온 뉴 미디어 전문가들이 업계 

동향을 논의하고, 학생들에게 케이블 시대 이후의 세상에서의 혁신적이고 진보하는 

콘텐츠 창작과 유통 구조에 대한 통찰을 제공했습니다. Marvel, Black American Film 

Festival, Universal TV 및 House of Cards에서 온 담당자들이 학생들에게 그들의 

스토리를 발전시키고 업계에 진입하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조언과 개인적 일화를 

제공했습니다. Comedy Central의 Broad City 및 Billy Lynn's Long Halftime Walk에서의 

활동으로 알려진 배우 Arturo Castro가 행사에 참석해서 자신이 명성을 얻게 된 경위를 

공유하고, 모든 플랫폼에 걸쳐 즐거움을 주는 방법에 대해 조언을 제공했습니다. 

 

참가 학생들은 Lionsgate, CBS, Warner Brothers, Sony, Fox, FX, Shades of Blue, Night 

Of, DeFina Film Productions, HBO 및 House of Cards에서 온 프로듀서, 개발자 및 

작가들과 쌍을 이루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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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eed dating” 피칭 세션에서는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리더들을 떠오르는 세대의 다양한 

콘텐츠 창작자들과 연결시키기도 했습니다. 

 

Pitch NY 학생들은 주 차원의 마케팅 캠페인의 일환으로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의 

마케팅 팀과 함께 일하는 기회도 제공받았습니다. 학생들은 자유와 사회적 정의를 위한 

투쟁 및 그것을 경제적 발전으로 연결시는 것에 있어서 국가적 리더로서 뉴욕의 

장기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뉴욕주 홍보 동영상을 만들기 위한 스토리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피칭이 성공하는 경우, 학생들은 소셜 미디어 

단편을 제작하기 위한 1,000달러를 수상하게 되고, 주 차원의 이 마케팅 캠페인의 

일환으로 주 정부 웹사이트에 그들의 콘텐츠가 게시되게 만드는 추가적인 기회도 갖게 

될 것입니다. 1등 수상자들은 그들의 작업에 대해서 5,000달러의 우승 상금도 받게 

됩니다. 

 

ESD (Empire State Development) 사장, CEO 겸 커미셔너 Howard Zemsky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영화 및 TV 제작에 대해서 고도로 경쟁적인 글로벌 시장이 

되었으며, 이는 주 전역에 걸쳐 수십억 달러가 지출되고 920,000개가 넘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Cuomo 주지사의 리더십하에서, 우리는 젊은 

목소리들이 업계에 진입하도록 돕는데 전념하고 있으며, Pitch NY은 모든 뉴욕 주민들을 

위해서 문호를 개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스튜디오의 임원들, 작가들 및 

개발자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NBCUniversal의 EVP 겸 Chief Diversity Officer인 Craig Robinso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양성과 포용성에 있어서 업계의 한 리더로서, NBCUniversal은 첫 번째 

Pitch NY 행사를 후원하게 된 것을 특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카메라의 앞과 

https://www.flickr.com/photos/governorandrewcuomo/sets/72157673266679643


뒤에서 일하는 다양한 인재들을 육성하는데 전념하는 Cuomo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National Hispanic Foundation for the Arts 회장 겸 공동설립자 Felix Sanchez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Pitch NY은 뉴욕의 대학생들이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에서 온 

엔터테인먼트 전문가들에게 자신의 스토리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회입니다. Pitch NY은 엔터테인먼트 사업에서 더 큰 포용에 전념하는 또 다른 주요한 

공공/민간 파트너십입니다.” 

 

주지사의 영화 및 TV 개발 사무국 

 

주지사의 영화 및 TV 개발 사무국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의 한 부서로 영화, TV 

및 광고 제작 및 포스트 프로덕션 세금 감면에 뉴욕주의 조건부 예산을 지원합니다. 

사무국은 또한 프로덕션사와 도시 및 지방 정부, 주 기관 사이의 연락책 역할을 하며 주 

전역의 연락, 지역 영화 사무실과 전문 로케이션 스카우트와 관리자 사이의 연결을 

돕습니다. 뉴욕주에서의 영화 제작, 또는 영화 제작 및 제작 후 세금 공제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는 www.nylovesfilm.com을 방문하세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는 뉴욕의 최상급 경제 개발 기관입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의 목적은 경제 활성화와 성장, 새로운 일자리 및 경제 기회 창출, 주정부 및 

지역 정부의 세수 증가 및 지역 사회 경제의 안정화 및 다변화입니다. 대출, 지원금, 세금 

공제 및 기타 금융 지원을 통해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는 일자리 창출 도모와 

뉴욕주에 위치한 지역사회의 번영을 위한 민간 기업 투자 및 성장 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는 또한 Cuomo 주지사의 

지역경제개발협의체와 뉴욕주의 상징적인 관광 브랜드인 “I Love NY”의 마케팅을 

감독하는 주요 행정기관이기도 합니다. 지역협의체 및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는 www.regionalcouncils.ny.gov 및 www.esd.ny.gov를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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