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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최초의최초의최초의최초의 24시간시간시간시간 유아원유아원유아원유아원 네트워크인네트워크인네트워크인네트워크인 NBCUNIVERSAL의의의의 SPROUT가가가가 뉴욕시로뉴욕시로뉴욕시로뉴욕시로 이전할이전할이전할이전할 

것임을것임을것임을것임을 발표발표발표발표 

 

펜실베이니아주로부터펜실베이니아주로부터펜실베이니아주로부터펜실베이니아주로부터 이전함으로써이전함으로써이전함으로써이전함으로써 뉴욕시에뉴욕시에뉴욕시에뉴욕시에 70개의개의개의개의 새새새새 일자리가일자리가일자리가일자리가 생기고생기고생기고생기고 미래미래미래미래 성장성장성장성장 여지도여지도여지도여지도 발생발생발생발생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NBCUniversal의 Sprout가 그 조업을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로부터 Manhattan의 30 Rockefeller Plaza로 이전함으로써 이 회사에 50개의 풀타임 

네트워크 일자리가 생기고 20개의 생산 일자리가 발생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회사는 뉴욕주에서 그 조업과 인력을 계속 성장시킬 것을 예상합니다. 이 이전은 디지털 

미디어와 제작 관련 일자리 확대를 위한 Cuomo 행정부 노력의 영향을 반영합니다. 

 

“이것은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뉴욕주에서 어떻게 번영하고 있는지의 또 다른 예인데, 

우리 행정부의 지원으로 NBCUniversal 같은 회사들이 엠파이어 스테이트에 일자리, 투자 및 새 

기회를 가져오고 있습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Sprout의 이전은 지역 경제에 즉각 

영향을 발휘할 것이며 본인은 그들을 뉴욕주로 자랑스럽게 환영합니다.” 

 

Sprout는 2-5세 아동과 그 돌보미들을 위한 최초의 24시간 목적지로 출범하였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현재 온디맨드 및 온라인 방송, 케이블을 포함하여 모든 플랫폼에 걸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어린이의 하루를 아침부터 밤까지 따르도록 체계화된 프로그램으로서 Sprout는 “The 

Chica Show” 및 “Noodle and Doodle”뿐만 아니라 “Caillou” 및 “Sesame Street” 같은 황금 시리즈들과 

“Lazytown” 및 “Tree Fu Tom” 같이 미국에서만 제공되는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오리지널 

프로그램들을 자랑합니다. “Sunny Side Up Show” 및 “Good Night Show”를 포함하여 Sprout가 

제공하는 프로그램 블록들은 부모들이 활동, 사용자 생성 컨텐츠 및 스토리 등으로 자녀의 낮과 

밤을 대비하도록 돕는 도구 역할을 합니다. NBCUniversal Cable Entertainment는 Sprout를 2013년 

11월에 완전히 인수하였습니다. 

 

“영화 및 텔레비전 제작 세금 감면 프로그램을 통해서를 포함하여 Empire State Development를 

통한 Cuomo 지사의 지원이 Sprout의 네트워크 및 제작 이전을 가능하게 만든 주요 

요인이었습니다”라고 Sprout 사장 Sandy Wax가 말했습니다. “30 Rock으로의 이전은 Sprout가 

회사의 전반적 아동 가족 전략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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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out Network의 뉴욕시 이전을 장려하기 위해 뉴욕주의 최고 경제개발 기관인 Empire State 

Development(ESD)는 다음 10년에 걸친 수행 기반 Excelsior Jobs 프로그램 세금감면으로 200만 

달러를 제공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것은 이 회사의 일자리 창출 및 투자 약속에 직접 결부되어 

있습니다. 이 회사는 향후 일자리 성장에 대해 추가 Excelsior 세금감면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Sprout의 조업을 이전하기 위해 이 회사는 30 Rockefeller Plaza에서 신기술을 포함한 제작 

업그레이드 및 제작 지원 공간에 계속 투자할 것입니다. 

 

“Sprout Network가 뉴욕시로 이전하기로 한 결정은 뉴욕주의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려는 Cuomo 

지사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는 또 하나의 징조입니다”라고 Empire State Development의 사장, 

CEO 겸 커미셔너인 Kenneth Adams가 말했습니다. “뉴욕주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빠르게 

성장하여 우리 지역사회에 새 일자리와 수익을 가져오고 있는 데 그것은 모든 뉴요커들을 위해 

좋은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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