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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리추얼 및 페이팔과 협력하여 뉴욕 레스토랑 및 식품 서비스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엠파이어 스테이트 디지털 2단계 시행 발표  

  

온라인 주문 및 배송 등 수익원 확대 지원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레스토랑 및 식품 서비스 사업에 대한 새로운 이커머스 

기회 제공  

  

리추얼과 페이팔은 리추얼 원에 참여하는 뉴욕 기업 고객을 위해 100만 달러 규모의 

할인 혜택 제공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주정부의 레스토랑과 식품 

서비스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디지털 이니셔티브(Empire 

State Digital)의 두 번째 단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부터 2021년 4월까지, 

이커머스 회사인 리추얼(Ritual)은 뉴욕의 레스토랑 및 식품 서비스 기업에 무료로 

이용하는 픽업 및 배달 주문 플랫폼인 리추얼 원(Ritual ONE)을 커미션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페이팔(PayPal)은 2021년 2월에 리추얼 원에 참여하는 

기업 고객이 자기 부담 없이 고객에게 100만 달러 규모의 할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식당 및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상업 부동산 퇴거 

조치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연장한 주지사의 결정에 이어 시행되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글로벌 식품 산업의 중심지이며 

세계적인 수준의 요리사, 서빙 직원 및 기타 직원들은 이 글로벌 팬데믹 기간 동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공중 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바와 

레스토랑의 운영이 제한을 받는 가운데, 우리는 또한 그들이 직면한 경제적 부담을 

극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야만 합니다.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디지털 

이니셔티브의 새로운 단계 시행을 통해, 고객은 자신이 즐겨 찾는 레스토랑, 빵집 및 

커피숍을 계속 지원하면서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와 함께 업체는 온라인 

비즈니스를 확대할 수있는 기회를 무료로 제공받을 것입니다. 레스토랑은 뉴욕 주민을 

지원하며 뉴욕은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연방 정부가 절실한 구제를 필수 산업에 제공하는 

일입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디지털 이니셔티브를 통해 리추얼에 가입한 레스토랑 및 식품 

서비스 업체는 페이팔 및 벤모(Venmo) 앱을 사용하는 고객의 터치 프리 결제를 처리할 

수 있으며 제한된 기간 동안 리추얼 이용 수수료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번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리추얼은 설치, 월 이용료, 신용카드 처리 수수료 등을 

면제합니다. 이용 약관이 적용됩니다. 기업은 언제든지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고 

서비스에서 탈퇴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은 비즈니스의 브랜드 선호도에 따라 업체가 

자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인스타그램(Instagram), 페이스북(Facebook) 및 구글 

오더링(Google Ordering)과 통합하여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식품 서비스 시설을 한층 더 지원하기 위해 페이팔과 리추얼은 고객이 즐겨 방문하는 

현지 레스토랑과 식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100만 달러를 투자할 것입니다. 2월부터 

리추얼 원에 등록한 기업은 프로모션 기간 동안 최대 세 개의 다른 매장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구매건에 대하여 할인을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해당 금액 중 최대 100만 

달러를 페이팔 및 리추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ESD)의 커미셔너 대행이자 

대표 겸 최고경영자 임명자인 Eric Gertl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뉴욕의 업체을 지원하기 위해, 주정부는 공중 

보건 및 안전을 보장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이러한 사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새롭고 

창의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디지털 2단계는 특히 우리의 

식품 산업 업체를 대상으로 이들이 안전한 언택트 거래를 시행하면서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리추얼의 Ray Reddy 공동 창립자 겸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의 업체는 

변화하는 고객의 요구에 적응하면서 수익성 있게 사업을 성장시키고 모든 사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커미션을 부담하지 않는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해야 합니다. 

리추얼의 상품은 업계를 선도하는 기술로 우리가 가장 즐겨 방문하는 지역 레스토랑, 

베이커리, 커피숍에 픽업과 배달을 위한 비접촉식 주문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지역 기업들이 지역사회의 번영을 이끌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Cuomo 주지사 및 페이팔과 협력하여 뉴욕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페이팔의 Dan Schulman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전례없는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도 놀라운 의지와 유연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중소기업은 이 위기 기간 동안 큰 피해를 입었으며, 기업 커뮤니티가 

공공 부문과 협력하여 가장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데 필수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페이팔은 현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뉴욕주 및 리추얼과 

협력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Cuomo주지사는 10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디지털을 시행했습니다. 해당 이니셔티브는 

전국 최초로 글로벌 이커머스 업체와 협력하여 뉴욕주의 중소기업이 온라인 입지를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e0e7eafb-bf7cd3bc-e0e513ce-000babd9fa3f-ae3eedbba50eca89&q=1&e=1b7fe0c5-6c84-4cb3-af01-638d25e45920&u=https%3A%2F%2Fritual.co%2Fpartners%2Fnewyork%3Futm_source%3Dcity-launches%26utm_medium%3Dpartnerships%26utm_campaign%3Dempirestatedigital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launches-empire-state-digital-global-e-commerce-companies-accelerate-new-yorks


 

 

확대할 수 있는 특별 솔루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중소기업은 뉴욕주 전역에 

위치한 모든 기업의 98 퍼센트에 해당하며 온라인 입지를 마련함으로써 기업가와 

중소기업 소유자는 기존 고객은 물론 신규 시장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중요한 공중 보건의 우선 순위 과제인 상황에서 운영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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