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0년 10월 1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글로벌 이커머스 기업과 함께 뉴욕의 중소기업이 디지털 경제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디지털" 출범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 및 금융 서비스부는 뉴욕의 중소기업 커뮤니티와 글로벌 

이커머스 기업을 연결하여 교육, 기술, 비즈니스 서비스 및 마케팅 지원을 제공  

  

중소기업이 신규 고객, 더욱 큰 시장 및 더 나은 기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국내 

최초의 시도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쇼피파이(Shopify), 스퀘어(Square), 

클리어뱅크(Clearbanc), 엣시(Etsy) 등 선도적인 글로벌 이커머스 기업과 함께 뉴욕주 

기반의 중소기업이 온라인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하는 국내 최초의 신규 이니셔티브인 

엠파이어 스테이트 디지털(Empire State Digital)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ESD)가 선정한 협력 업체들은 교육, 

무료 리소스, 마케팅 지원, 가격 할인 등 뉴욕주 중소기업의 수요에 맞는 독자적인 전문 

솔루션을 제공할 것입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디지털의 웹사이트에서 실습 지원, 훈련, 

상담 등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의 리소스 파트너들이 제공하는 중소기업 대상 추가 

서비스 옵션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팬데믹은 너무 많은 부분에서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번 사태를 극복하고 우리의 일상을 이에 맞춰 

재조정하며 경제를 재구상해야만 했습니다. 중소기업이 디지털 부분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우리는 강한 뉴욕(New York Tough), 즉 강한 경쟁력과 회복력, 

성공을 이룰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할 것입니다."  

  

세계화, 디지털 경제, 그리고 이제 코로나19로 인해 개인의 삶의 방식과 일상 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상거래에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 전역의 모든 

비즈니스의 98 퍼센트를 차지하는 뉴욕주 기반의 중소기업은 사업 기회를 포착하고 경쟁 

우위를 차지해 혼란을 기회로 바꾸어 온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디지털은 이러한 기업들이 물리적 장벽과 지리적 위치라는 한계를 넘어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로 확장하고 이에 따른 이점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디지털 부문의 

운영을 구축한다면 기업가와 중소기업 소유주는 기존 고객 기반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시장에 접근할 수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공중 보건 어젠다의 핵심을 차지하는 

시기에도 계속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https://esd.ny.gov/empire-state-digital#_blank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의 커미셔너 대행 겸 사장, 최고경영자 임명자인 Eric 

Gertl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소기업은 뉴욕주 경제의 중추입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디지털 이니셔티브는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우리 

뉴욕주 중소기업의 경제 복원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디지털 경제에서 

성공적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도구와 지원을 제공합니다."  

  

뉴욕주 금융 서비스부(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 DFS)의 Linda A. Lacewell 

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의적인 혁신은 우리 경제를 재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 신규 이니셔티브는 뉴욕 중소기업의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하여 이들이 

적응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DFS는 이러한 ESD 운영 노력을 지원하게 

되어 기쁩니다. 이러한 노력은 중소기업의 생존뿐 아니라 뉴욕주 경제가 더욱 

탄력적으로 변모하여 더욱 나은 방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합니다."  

  

쇼파이(Shopify)의 Arpan Podduturi 소매 상품 디렉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파트너십을 통해 우리는 접근성이 높은 온라인 스토어 기술과 동급 최고의 포스(point-

of-sale, POS) 시스템, 현지 픽업 및 배송 서비스, 강력한 마케팅 도구 등을 이용하여 

기업이 디지털 경제에서 빠르게 적응하고 번창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쇼파이는 

뉴욕의 소매 업체를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족이 운영하는 식료품점에서 독립 

의류 매장에 이르기까지 중소기업은 뉴욕 경제의 생명줄이며, 우리는 이러한 비즈니스의 

성공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스퀘어의 David Rusenko 이커머스 총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뉴욕주와 

협력하여 이러한 온라인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중소기업이 사업 기회를 창출하고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단 몇 시간 만에 온라인 운영을 시작하는 것부터 

커브사이드 픽업 및 주문형 배송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고객에게 온라인 또는 안전하게 

직접 만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중소기업에 제공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클리어뱅크의 Michele Romanow 공동 창립자 겸 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모든 회사는 온라인 운영을 반드시 시행해야 합니다. 뉴욕의 기업는 온라인 입지를 

확대함으로써 이러한 위기에서 살아남을 것입니다. 자금 조달은 막대한 장벽이 될 수 

있으며, 이것이 바로 클리어뱅크의 도움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우리는 수천 개의 회사에 

10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으며, 뉴욕에 본사를 둔 기업에 독점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무료 상담을 통해 비즈니스 가치 평가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엣시의 Josh Silverman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엣시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디지털과 함께 파트너로서 뉴욕에 있는 중소기업의 성장과 번영을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역 기업이 엣시 마켓플레이스에서 전 세계 

수백만 명의 구매자와 접촉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엣시에서 쇼핑을 할 

때, 창의적인 열정과 중소기업을 모두 지원함으로써 누군가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중소기업은 이제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필요로 합니다."  

  



 

 

파트너 기업이 제공하는 중소기업 혜택 요약:  

  

쇼피파이  

• 2020년 11월 30일 이전에 등록한 신규 소매 업체에 첫 90일 무료 혜택  

• 2020년 10월 31일까지 쇼피파이 POS 프로 기능 무료 이용  

• 신규 POS 소매 업체에 쇼피파이 탭 앤 칩 리더(Shopify Tap & Chip Reader) 

언택트 지불 장치 무료* 이용(*한정 상품)  

• 신규 쇼피파이 POS 소매업체에 쇼피파이 앱스토어 크레딧 500달러  

• 온라인 교육 리소스 이용 및 쇼피파이 캐피털(Shopify Capital) 지원 자격 등 365일 

24시간 지원 서비스  

  

스퀘어  

• 온라인 운영에 흥미가 있는 레스토랑 및 소매업체를 포함한 중소기업을 위한 교육 

워크숍 및 영어 및 스페인어 서비스 운영  

• 스퀘어 온라인(Square Online)을 통한 무료 웹사이트 구축  

• 스퀘어 가입 후 처음 180일 동안 최대 1,000달러의 신용카드 거래 수수료 무료  

  

클리어뱅크  

• 기업 재정 개선에 관한 교육 콘텐츠  

• 자금 조달에 대한 이자율 할인  

• 무료 회사 평가 및 주간 성장률 트래킹  

  

엣시  

• 성공적인 온라인 비즈니스 운영 시작에 대한 교육 콘텐츠  

• 신규 사업자를 위한 무료 리스팅 크레딧  

 

민간 부문 및 중소기업 커뮤니티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뉴욕주의 상황을 활용하여,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와 금융 서비스부는 기업과 고객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또한 중소기업 소유주에게 비용 부담이 적어지는 방식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뉴욕 경제 재개를 가속화하기 위해 함께 노력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의 협력업체들은 기업가 지원 센터 기업가 지원 

센터(Entrepreneurship Assistance Centers), 중소기업 개발 센터(Small Business 

Development Centers), 제조 확대 파트너십 센터(Manufacturing Extension Partnership 

Centers), 인큐베이터 및 핫스팟(Incubators and Hot Spots)을 통해 상담과 실습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소규모 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한 변화에 대응하여 

디지털화하고 신규 시장을 모색하여 새로운 경제 상황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각종 도구 및 



 

 

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뉴욕 중소기업이 제공하는 특정 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관심이 있는 기타 기업은 ESD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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