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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는 뉴욕으로 국제 투자 및 무역을 유치하기 위한 새로운 'GLOBAL NY' 이니셔티브를
시행
Cuomo 주지사는 3,500만 달러의 Global NY 발전 기금을 발표, 뉴욕은 멕시코, 캐나다, 이탈리아,
중국, 이스라엘로 임무를 교환

연방 수출입 은행과 파트너십을 통해 NY 기업들이 해외로 그들의 수출을 확대하는데 도움
기업을 위한 One-stop Shop 웹 사이트 리소스 (www.global.ny.gov) Javits 컨벤션 센터에서 새로운
‘Taste NY’ 상점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우리 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추가 해외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3,500만 달러의 Global NY 개발 펀드와 멕시코, 캐나다, 이탈리아, 중국 및 이스라엘로의 무역
임무를 포함하는 “GLOBAL NY”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그가 이전에 2014년 주
연설에서 개최한다고 발표했던 이 새로운 사업을 뉴욕 시 Jacob K. Javits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제
1회 Global NY 정상 회의에서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기본적인 역할은 경제가 개발하는 것입니다. 경제가 운영되고 일자리가 들어올 때
사람들이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Cuomo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우리의 작업은 4년
전에 뉴욕에서 사업을 하는 비용을 감축하는 것과 함께 시작되었고 우리는 모든 뉴요커에서의
소득세를 낮추고 거의 한 세기 동안 가장 낮은 제조 세금을 통해 해냈습니다. 오늘은 주에 새로운
시장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주를 마케팅하고 성장하고 경쟁하기에 엠파이어
스테이트보다 더 좋은 도구와 자원과 장소가 없기에 전 세계 비즈니스 지역 사회와 공유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가 오늘 정상 회담에서 설명하는 새로운 Global NY 이니셔티브는 다음과 같습니다:
• 3500만
만 달러의 Global NY 개발 기금.
기금 Global NY 개발 기금은 뉴욕의 중소 기업들이 수출을
늘리고 우리의 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글로벌 시장으로 진입하는데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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됩니다. 기금은 주의 전용 자원 외에 추가적인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데 도움이 되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포함합니다:
o 2500만
만 달러 대출 프로그램.
프로그램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은 2500만 달러를 지원하고
주에서 20개 이상의 개인 대출 업체들과 협력하여 최소 전체 중소기업 대출에
5000만 달러를 활용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신용 시장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능력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대출을 제공할 것입니다.
o 1천만
기급은 중소 기업들의 수출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25,000
천만 달러 교부금 기급
달러까지 제공합니다. 이는 수출 마케팅 계획, 웹 사이트 번역, 제품 적응과 시장
인증을 포함합니다.
o 연방 수출입 은행과 파트너십
파트너십. 뉴욕은 연방 수출입 은행과 파트너가 되어 신용이
약한 중소 기업을 수출 자금에 연결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50만 달러의 단기
대출을 제공 할 것입니다
• Global NY 무역/투자
무역 투자 미션.
미션 Cuomo 주지사는 뉴욕 주 기업을 수출 및 국제 투자 기회에
연결하도록 돕는 5개의 새로운 무역 미션에 참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멕시코,
캐나다, 이탈리아, 중국, 이스라엘 무역 미션을 포함합니다.
• Global NY One-Stop Shop 웹사이트 (global.ny.gov). 외국인 및 현지 기업은 뉴욕에서
일자리를 키우는데 도움이 되는 우리의 주와 해외의 사업 기회를 찾기 위한 하나의
웹사이트를 가지게 됩니다. www.global.ny.gov에서, 기업들은 START-UP 및 뉴욕 주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연결할 수 있으며 지역 경제 개발 위원회와 그들의 자산 및 산업
전문가들에 대해 배울 수 있으며, 전 세계의 뉴욕 주 무역 사무소와 연결하고 무엇이 뉴욕을
글로벌 기회의 주로 만드는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 Javits 컨벤션 센터에 새로운 Taste NY 상점
상점. 뉴욕의 최고급 음식과 음료는 Javits 컨벤션
센터에서 소비자들이 구매할 수 있으며, 뉴욕의 음식과 음료 업체들의 이름과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매년 200만 명 이상 방문자를 유치하는 Javits 센터는 뉴욕 주에서
제공하는 최고의 제품들을 해외 소비자에게 노출할 것입니다.

오늘의 Global NY 정상 회담은 정치 및 시민 지도자, 국제 및 국내 기업, 연방 정부의 수출 관리, 해외
파트너와 학술 및 지역 사회 지도자들을 포함하여 500명 이상이 참석했습니다. 패널 토론에서는
뉴욕 주에서 그들의 국제적인 위치를 확장하고 뉴욕 주에서 그들의 사업을 위치하려는 외국인
투자자들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강조하는 높은 수준의 발언을 선보였습니다. GLOBAL NY는 외국
투자자들에게 더 넓은 뉴욕의 문을 열고 지방 및 지역 지도자가 개발하고 글로벌 무역과 투자를
구현하는 피어 기반 네트워크를 생성합니다.
정상 회담은 Cuomo 주지사가 올해 초 발표한 광범위한 Global NY 이니셔티브의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2014년 시정 연설에서, Cuomo 주지사는 지역 경제 개발 위원회에 글로벌 마케팅과
수출 전략을 구현과 개발 및 그들의 전략적인 지역 계획 노력으로 대외 무역 및 투자를 구축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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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했으며 이 계획들은 지역 경제 개발 위원회 수상에서 올해 하반기에 공개될 것입니다. 이 계획
과정을 통해 지역 경제 개발위원회는 주요 고용주, 최고 산업, 인력, 고등 고육 기관 및 교통 인프라
등 모든 관련된 지역 자원을 조립하고 정립하여 뉴욕 주가 국제적으로 더 잘 경쟁하게 합니다.
오늘의 정상 회담에서 각 지역 경제 개발 위원회는 국제적인 청중에게 그들의 독특한 제안을
선보였습니다.
주지사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과 정상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뉴욕 주 경제 개발 고문, START-UP
NY을 위한 특별 고문, Morgan Stanley 전 CEO 및 의원회 의장인 John J. Mack, Brooklyn Brewery CEO인
Steve Hindy, GlobalFoundries 최고 경영자 Tom Caulfield, SUNY 폴리테크닉 연구소 CEO 및 담당
임원인 Alain Kaloyeros 박사, PepsiCo 경제 개발을 위한 수석 이사 Kathy Alfano.
뉴욕 주 경제 개발 고문, START-UP NY을 위한 특별 고문, Morgan Stanley 전 CEO 및 의원회 의장인
John J. Mack은 “Cuomo 주지사는 뉴욕 주를 통해 경제 개발을 위한 기회 추구와 설립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입증했습니다. Global NY는 뉴욕에 기반을 둔 기업과 국제 사회 간의 협력을 촉진하고
글로벌 기업에게 뉴욕의 세계 최고 수준의 자원에 대한 유례없는 접근을 제공할 것입니다. 취임 첫
날부터, 주지사는 건강한 비즈니스 환경을 만들기 위한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추구하고 있으며,
Global NY은 뉴욕 주 경제 발전을 위한 또 다른 성공적인 노력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 대표 및 CEO Kenneth Adams는 “오늘, 우리는 세계 각국 출신의 뉴욕 주에
대한 투자와 사업의 기회에 관심이 있는 비즈니스 리더, 저명한 관리 및 기업의 다양한 그룹을
소집했습니다. START-UP NY 같은 프로그램으로 이미 번창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회사들과 함께,
엠파이어 스테이트는 모든 종류의 기업을 위한 최고의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Global NY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세계 시장을 우리 사업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능력을 향상시킬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Brooklyn Brewery의 공동 설립자이자 회장인 Steve Hindy는 “뉴욕의 국제적인 특성이 첫날부터
Brooklyn Brewery의 수출 기회를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그 기회를 활용하였고 세계에서 크래프트
맥주 수출의 최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Brooklyn이라는 이름은 우리 성공의 열쇠였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GLOBALFOUNDRIES, 뉴욕 최고 경영자 Thomas Caulfield 박사는 “고급 제조는 경제 기회의 약속을
제공하며 우리의 경제 전반에서 상당한 일자리 증가와 경제 성장을 위한 촉매 역할을 합니다.
GLOBALFOUNDRIES와 뉴욕 주 사이의 독특하고 협력적인 공공 민간 파트너십은 뉴욕 북부의 새로운
Fab 8 캠퍼스에 1백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가져왔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제조 캠퍼스는 수천 개의
고임금, 고숙련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경제를 구동하는, 미국의 첨단 제조의 새로운 르네상스의
최전선에 있습니다. GLOBALFOUNDRIES는 Global NY 정상 회의의 일부가 되어 자랑스럽고 여기 뉴욕
주에서 고급 제조업에서 새로운 기회의 모멘텀을 이끌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Korean

뉴욕 시를 위한 파트너십 사장 겸 CEO Kathryn Wylde는 “수출 활동 확장에 초점을 맞춘 Cuomo
지사의 GLOBAL NY은 뉴욕의 미래를 파트너십의 우리 임무의 핵심인 국제 비즈니스 및 금융의
중심으로 만들기 위해 필수적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SUNY 폴리테크닉 연구소 CEO 및 담당 임원인 Alain Kaloyeros 박사는 “전 세계에서 국제적인 기업의
유입 및 일자리의 인소싱을 통한 입증으로, Cuomo 주지사는 뉴욕 주를 성공적인 21세기의 혁신
중심의 글로벌 경제를 위한 황금 표준으로 변환하고 있습니다. 그의 START-UP NY 이니셔티브의
모든 주 전역에 걸쳐 역사적인 협력을 만들고, 이러한 추세는 가속화 됩니다. 주지사는 이미
세계적인 기술 기업의 투자에 수십억 달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뉴욕을 나노 기술 연구 및 개발
분야의 세계적인 선도 기업으로 만들었습니다. 지원, 인센티브와 인프라의 사용은 뉴욕은
확장하고 투자하기 위한 좋은 장소를 찾는 사업과 산업 리더들에게 쉬운 선택을 주며 우리는
Global NY 정상 회의에서 그들과 함께 경험을 공유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Bak USA 대표 Ulla Bak은 “ START-UP NY의 회사로서 저는 면세 구역에서 위치하는 기회와 뉴욕 주의
엄청난 자원에 대한 접근과 뉴욕 주립 대학 시스템이 제공하는 재능에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제 무역 관리 공익의 SelectUSA 이사 Felicia Pullam은 “외국인 직접 투자가 미국 전역에서
560만 개의 일자리를 담당하고 미국 수출의 1/5 이상을 차지하며 연구 개발 지출에 있어 450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와 수출을 증대하려는 뉴욕의 노력은 현지 기업과 폭
넓은 경제를 위해 중요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North 카운티 상공 회의소 상업 대표 Garry Douglas는 “North 카운티에서 특히 Quebec과
Ontario와의 국제적인 연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는 캐나다에서
대부분이었으나 점점 이탈리아나 한국에서 캐나다를 통해 다량 수송 장비로 제조 부문을 포함하여
지역에서 수천 개의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Global NY를 통해, Cuomo 지사는 국가간 경제 연결을
확대하고 심화하고 일자리 창출의 투자와 수출 및 국제 관광 구축을 확대하는 더 커다란 주
파트너십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발전하시길 바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중앙 뉴욕 지역 경제 개발위원회 공동 의장 및 CenterState 대표 CEO인 Robert Simpson은 “향후
5년간 세계 경제 성장의 80 % 이상이 미국 이외에서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크고 작은 뉴욕
기업에 대한 최대의 단일 시장 기회를 나타내는 성장하는 글로벌 중산층이 옵니다. 우리는 Global
NY 이니셔티브에서 공동 전략을 구현하는 우리의 결합된 영역들 비즈니스 및 외국인 직접 투자에
대한 글로벌 경쟁력 허브를 만드는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Mohawk Valley와 협력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Great Lakes 이사회 총재 전무 이사 David Naftzger는 “오늘의 정상 회의는 주지사의 수출 촉진을
위한 작업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 전략의 일환으로, 뉴욕은 많은
파트너십을 만들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Great Lakes 총재 이사회와 같은 조직을 통해 Cuo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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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사와 그의 팀은 Great Lakes 지역을 통해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돕도록 파트너들과
효과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GLOBAL NY은 뉴욕의 엄청난 국제적인 매력과 성장 잠재력을 자본화하고 있습니다. 2012년, 뉴욕
주의 서비스와 상품 결합 수출 양은 1천 1억 달러에 달했으며 경기 침체 이후 성장에 5% 가까이를
반영하고 엠파이어 스테이트는 수출 주 중에서 상위 3위에 들었습니다. 미국의 관문으로, 뉴욕
주는 해외 방문객들에게 최고의 목적지이며 전국에서 1 단계 연구 중심 대학이 가장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뉴욕 주는 세계에서 16 번째로 큰 경제를 가지고 있으며, 학술 연구 및 개발 투자에서 전국
2 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또한 세계 포춘 500대 기업의 54개의 본사가 위치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주에서 가장 많은 것입니다.
Jacob K. Javits 컨벤션 센터 소개
세계의 마켓 플레이스로 알려진 Javits 센터는 매년 2백만 명 이상의 방문자와 세계 각국에서
35,000개 이상의 전시 업체들을 주최합니다. Javits 센터에서의 행사는 뉴욕 주와 뉴욕 시에 연간
15억 달러 이상의 경제 활동을 만들고, 매년 뉴요커를 위해 14,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거의 40만 박의 호텔 예약으로 이어집니다.
Manhattan의 웨스트 사이드에 6개 블록을 차지하고 있는 Javits 센터는 새로운 외관, 바닥, 조명
기계 및 통신 시스템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녹색 지붕과 새로운 열이 없는 전시장으로
전체적인 개보수를 진행했습니다. Javits 센터는 High Line의 세 번째 구역과 새로운 7호선 지하철
연장의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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