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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3년 4월 23일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뉴욕뉴욕뉴욕뉴욕 실업자들을실업자들을실업자들을실업자들을 위해위해위해위해 창업창업창업창업 지원지원지원지원 프로그램을프로그램을프로그램을프로그램을 확대하다확대하다확대하다확대하다 

뉴욕주의뉴욕주의뉴욕주의뉴욕주의 자영업자영업자영업자영업 지원지원지원지원 프로그램에프로그램에프로그램에프로그램에 따라따라따라따라 실업수당실업수당실업수당실업수당 수급자들이수급자들이수급자들이수급자들이 창업창업창업창업 지원을지원을지원을지원을 받다받다받다받다 

 

2012년에는년에는년에는년에는 이이이이 프로그램으로프로그램으로프로그램으로프로그램으로 뉴욕의뉴욕의뉴욕의뉴욕의 360여명의여명의여명의여명의 실업자가실업자가실업자가실업자가 장업장업장업장업 도움을도움을도움을도움을 받았다받았다받았다받았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실업 보험 수급자들이 창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뉴욕주 

프로그램의 확대를 발표하였습니다.  

 

실엄 보험 수급자들은 일반적으로 그들이 지원 자격이 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찾아나서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뉴욕의 자영업지원프로그램(SEAP)에 따라 다른 취업 

기회를 찾기보다 자영업에 관심이 있는 뉴욕의 실업자들은 창업을 위해 풀타임으로 일하면서 실업 

보험 수당을 받고 창업교육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주지사는 뉴욕의 장기 실업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이 프로그램을 확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소기업들은 뉴욕의 경제 엔진을 구동시켜주는 연료와 같습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자영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뉴욕주는 기업가 정신을 가진 뉴욕 실업자들에게  

창업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실업자들에게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수 있는 더 좋은 기회를 제공하면서 뉴욕주 여러 커뮤니티에서 새로운 소규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윈윈 프로그램입니다.” 

 

이전에는 실업 보험 수급자는 실업 수당을 수령하는 처음 26주 동안에만 SEAP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주지사의 결단으로 프로그램 수혜 자격이 26주를 지난 사람들에게도 확대되어 

긴급실업급여(EUC)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등록하려면 최소 13주의 정규 실업 급여를 받았거나 13주의 EUC 기간이 남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 전략을 개발하고 20시간의 창업 교육에 참석하며, 비즈니스 

카운셀러와 최소 두 차례 상담을 받고, 창업 시 풀타임으로 일해야 합니다. 

 

“SEAP 졸업생들은 뉴욕 전역에서 새로운 사업체가 확대되고 창업이 일어나는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습니다”라고 Peter M. Rivera 뉴욕주 노동청장이 말했습니다. “노동청이 실업 상태에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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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망이 있는 뉴욕 주민에게  이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2012년, 586명의 실업 보험 수급자들이 SEAP에 참가하였고, 이 중 약 363명이 창업하였습니다.  

 

뉴욕주 전역의 SEAP 졸업생들은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입었습니다. 

 

뉴욕시 Queens 카운티에서:  

Rhonda Feinman은 뉴욕 Woodside에 Rhonda Feinman Custom Frames Inc.을 소유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2001년에 SEAP을 통해서 창업한 후 현재 17명의 직원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날로 

커가는 사업을 위해 건물 한 채를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분들이 정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라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SEAP는 창업에 허덕이게 만들기보다 창업 활동을 용이하게 

해주었습니다. SEAP가 내놓은 프로세스는 일을 올바른 순서로 할 수 있게 해주며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줍니다. 가장 좋았던 것은 교육적 요구, 수업 및 세미나였습니다.” 

 

롱아일랜드 Nassau 카운티의 Freeport에서: 

Bill Levine은 집의 침실에서 WL Concepts and Productions Inc.를 창업하여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의 사업은 Tommy Hilfiger와 Macy’s를 포함한 고객들 대상으로 하이엔드 디스플레이, 그래픽 및 

사인물을 작업을 합니다. “SEAP에 처음 들어갔을 때 저는 모든 것을 배웠다고 생각했습니다. 

SEAP는 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현재 Bill은 16,000 

평방미트 시설에 20 - 25명의 직원들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Mid-Hudson의 Ulster 카운티의 Esopus에서: 

Danielle Bliss는 뉴욕 Esopus에 Wishbone Letterpress를 소유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결혼 

초대장, 명함 및 연하장 제작을 위해 코튼지에 옛스런 활판 인쇄 및 그래픽 디자인을 새겨넣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 SEAP를 통해서 창업한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SEAP의 지원이 

없었다면 창업은 꿈도 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Danielle는 또한 SEAP 구조 및 교육 자원이 대단히 

유용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요와 마감시한이 업무를 제때 

수행하도록 해주었습니다. 제가 DBA, EIN, 변호사 고용, 보험 등 모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나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롱아일랜드 Suffolk 카운티의 Wyandanch에서: 

Shurie Green은 2000년부터 뉴욕 Wyandanch에 판촉용품 회사인 International Tees and More를 

창업하여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녀는 SEAP에서 시작해, 이 프로그램이 자신에게 필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멘토가 있어 문의사항이 있으면 멘토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자원이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장점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당신의 

꿈을 무산시키지 마십시오. 저는 두려움으로 좌절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라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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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들은 뉴욕주 노동청 (888) 4-NYSDOL (888-469-7365)으로 전화하면 SEAP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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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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