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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2018년 소기업 대출에 1억 8,800만 달러 이상 제공함 발표  

  

80퍼센트 이상의 소기업 대출, 소수집단 및 여성 소유 기업에 수여  

  

뉴욕 소기업 15억 달러 이상 생산하여 경제적 영향을 미치고 일자리 약 6,000개 창출  

  

주정부 지난 6년간 12억 달러 이상의 대출금 활용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2018년에 뉴욕주가 소기업에 직접 및 이용 가능한 

대출을 1억 8,800만 달러 이상 제공했으며 해당 대출의 80퍼센트 이상은 소수집단 및 

여성 소유 기업에 제공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에서 대출 받은 기업은 올해 경제적 

영향으로 15억 달러 이상 생산했고 일자리를 약 6,000개 창출했으며 약 10,000개를 

유지했습니다. 추가로 927개 기업이 확장하고 624개 기업이 설립되었습니다. 올해 

대출은 소기업과 기업가가 주 전역에서 성공하고 번영하도록 다년간에 걸쳐 돕고 있는 

뉴욕의 노력에 기반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기업은 우리 주에서 급속히 발전하는 경제의 

근간입니다.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뉴욕 주민들은 성공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받고 

자금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기업에 투자하여 주 모든 지역의 노동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소수집단 및 여성 소유 기업에 집중하여 뉴욕 경제를 다양화하도록 도우며 

앞으로 몇십 년간 경쟁력을 유지하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가족 소유 소기업을 

시작하도록 도왔으므로 커다란 뜻을 품은 기업가들이 직면한 장벽에 대해 직접 체험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소기업은 뉴욕 경제에서 큰 부분이므로 우리는 주 전역에서 소기업이 

성장하고 성공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성과 소수집단 소유 기업을 위해 

접근성과 기회를 늘리는 동시에 국가에서 가장 높은 활용 목표로 국가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출로 우리는 장벽을 허물도록 돕고 계속해서 소기업과 소수집단 및 

여성 소유 기업(Minority and Women-owned Business Enterprises, MWBEs)을 확장시켜 

지역 기업가들을 지원하고 경제를 강화할 것입니다.”  

  

대출은 지역사회 발전 금융 기관의 결합을 통해 제공됩니다. 이는 주 전역의 소기업에게 

신용과 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지역사회 기관과 대안 대출기관이 감독하는 소형 



 

 

자금입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ESD)가 제공하는 

금융 지원은 주로 이전에 자금에 얻으려고 할 때 어려움을 겪었던 기업가와 기업에 

집중합니다.  

  

주 주변 텐 이노베이션 핫 스팟(Ten Innovation Hot Spots)과 20개 인증 기업 

인큐베이터(20 Certified Business Incubators)는 스타트업과 초기 단계의 회사들이 

물리적 공간을 찾고 자금에 접근하며 네트워킹 및 기타 서비스를 받도록 지원합니다. 

주정부의 도움을 받는 회사들은 해외에 상품을 수출하고 시설을 만들고 개선하거나 새 

기술을 런칭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융 지원에 더하여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SD)는 기업가 지원 프로그램(Entrepreneurial Assistance Program)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 발전을 제공합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멘토링, 기업 상담을 

제공하고 비즈니스 계획 세우기, 계약 기회 찾기, 인큐베이터와 협력하기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지도합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기업가와 초기 단계의 회사들이 성장하고 

기회를 얻도록 돕습니다.  

  

뉴욕은 또한 주 기관들이 공인 소수집단 및 여성 소유 기업(MWBEs)을 위해 공정한 몫의 

계약을 인정하도록 권장하고 돕습니다. 또한, 인증받기를 원하는 기업의 신청서를 

검토하고 공인 소수집단 및 여성 소유 기업(MWBEs)의 명단을 유지하며 교육 및 

지원활동을 통해 소수집단 및 여성 소유 기업(MWBEs)의 발전을 촉진합니다.  

  

지난 6년간 금융, 기업, 기술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SD)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했습니다.  

  

• 12억 달러 이상 대출로 활용  

• 110,000개 이상 일자리 창출 및 유지  

• 4,400개 이상 소기업 런칭  

• 경제적 영향으로 95억 달러 이상 생산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의 사장 겸 최고경영자인 

Howard Zemsky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기업은 뉴욕주 경제의 

주춧돌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의 소수집단 및 여성 소유 기업, 기타 기업을 지원하여 

주 전역에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할 것입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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