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경제개발공사(NYCEDC) 창업지원 프로그램
미국사무소

1. New York City Economic Development Corporation(NYCEDC) 개요

○ 설립일 : 1991년 설립되었으며 2012년 뉴욕시 경제성장공사와 합병함
○ 설립 목적 : 뉴욕시민들을 위한 질 높은 일자리들을 창출하고 성장시키며
역동적이고 회복탄력성 있는 지역사회를 육성
○ 조직구성
1) 회장 : James Patchett (2016년 임명)
2) 이사회 : 회장을 포함한 27명의 구성원
3) 9개 부서 : 경제 변화 담당 부서, 계획·개발 및 교통부서, 자산관리부서,
부동산 거래부서, 자본프로그램부서, 지원금 관련 계약 담당 부서,
재정 및 행정 부서, 대외관계부서, 법률고문부서
○ 뉴욕시와의 관계
1) NYCEDC는 비영리 경제개발공사로 뉴욕시의 산하 부서가 아니지만
뉴욕시의 경제성장의 주요 기관으로 역할함
2) NYCEDC는 경제적으로 자립적인 비영리단체이지만 시의 경제 성장을
위한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기 위해 시의 지원금을 받아 사용함
3) NYCEDC의 이사회는 회장을 포함한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뉴욕시의 시장은 회장을 포함한 7명의 구성원을 임명할 수 있음. 또한
시장은 Borough Presidents(구의 장)와 시의회 의장이 선택한 10명을
추가로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임명함. 나머지 구성원은 시장이 승인한
명단 내에서 회장이 임명함

4) NYCEDC는 뉴욕시 내에 약 6.1km2의 부동산을 소유 및 운영하고
있으며 41억 달러의 예비 자본 투입 계획을 관리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NYCEDC는 다른 기관들을 위한 581개의 자산 프로젝트 운영
자금 25억 달러(시의회의 지원금 이외의 기타 지원금을 포함)을 관리함
○ 주요 역할
1) 인프라에 대한 투자 : 도시의 성장과 연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뉴욕시 내 5개 Brough(구)를 가로지르는 주요 인프라에 투자
2) 인적자본 개발 : 질 높은 일자리를 지원하고 그에 맞는 능력 개발에
대한 접근성을 높임으로서 뉴욕시 인적 자본의 잠재력을 높임
3) 도시 자산 이용 : 뉴욕시의 자산을 이용하여 일자리 창출 촉진과
혁신 촉진의 이중의 효과를 거두고자 함
4) 창업 접근성 향상 : 뉴욕시 내에서 창업을 시작하고 성장시키고
지속하는 것을 쉽게 만듦으로서 지속가능하고 회복탄력성 있는 성장 추구
5) 뉴욕시를 혁신의 수도로 육성 : 새로운 산업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
하고 전통적 산업 분야들이 새로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장려함으
로서 뉴욕시를 혁신의 수도로 육성
2. NYCEDC의 창업지원 프로그램

○ 뉴욕시는 9000여개 이상의 스타트업, 120개 이상의 인큐베이터, 96개의
공유 사무소, 955개의 벤처 캐피털 회사들이 위치하여 미국 내 2번째로
활발한 스타트업 생태계를 가짐
○ 뉴욕의 특성에 맞게 NYCEDC는 신기술 산업(기술, 생명과학, 암호화폐,
보건, 사이버 보안)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뉴욕시에서 특히 발달한 패션, 미디어, 식품 산업 분야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도 다수 운영함

○ 창업지원 프로그램
1) VR/AR Lab(가상/증강현실 연구소)
- 미국 최초의 공공 지원금으로 설립된 가상/증강현실 연구소
- 스타트업 지원 : 스타트업들이 연구소의 공간, 장비, 인프라를
이용하여 초기에 산업체를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며 멘토와 투자자
커뮤니티와 창업자를 연결하여 서로 파트너십을 형성 할 수 있도록 함
- 인력 파이프라인의 확대 : 뉴욕시의 여러 대학교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협력하여 가상/증강현실 분야 인력 파이프 라인을 형성
- 연구 : 뉴욕 유수의 대학들의 교수진과 학생들의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수준의 연구를 실행하는 미국 최고의 가상/증강
현실 연구 센터를 설립
- 커뮤니티 확립 :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통하여 투자자,
연구자, 창업자, 산업계 지도자, 지역사회가 네트워킹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2) Cyber NYC(사이버 보안)
- Cyber NYC는 뉴욕시를 사이버 보안 산업의 국제적 선도주자로
만들고 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1억달러 공공-민간 합동
투자 계획
- 뉴욕시의 대학교 및 사이버 교육 시설들과 협력하여 사이버 보안
기술 인재를 육성. 사이버 보안 기술 인재들이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함께 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스타트업 기업들이 시작될 수
있는 환경 조성. 사이버 보안 경쟁 대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기술
들이 개발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3) LifeSci NYC(생명과학)
- 뉴욕시의 생명과학기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5억 달러 투자계획
으로 연구와 산업분야를 연결하고 산업체들이 성장할 공간을 만들고
다양한 생명과학 인재들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생명과학기술 산업 분야의 특성상 시설을 건립하는 초기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창업의 진입장벽이 높음
- 세계적 수준의 연구시설을 건립하고 이를 스타트업 기업들이
적당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뉴욕시 안에서 기업이
성장하고 뉴욕시민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
- 또한 생명과학 스타트업 인큐베이터들의 네트워크 확장을 위해
5개의 새로운 인큐베이터 및 혁신 센터 설립에 1000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
-

4) Digital Health Marketplace(전자 보건 기술 거래시장)
- Digital Health Market은 보건 기술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새롭고 유용한 보건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창업자
들과 뉴욕시의 대학병원, 클리닉, 보건센터를 연결함
- 이 프로그램에 지원한 기업들은 기업이 보유한 기술이 필요할 것
으로 사전에 확인된 잠재 구매자들에게 소개되어 불필요한 구매자
탐색의 단계를 줄일 수 있음
5) Blockchain Initiative(암호 화폐)
- NYCEDC는 뉴욕시 블록체인 자원 센터를 건립하여 암호화폐
산업체들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자 함
- 창업자들을 산업지원, 멘토링, 자문 서비스 및 지역사회와 연결
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
6) 기타 : 생명 및 보건 기술 창업자 연구소, 지역사회 보건센터 확장
프로그램, 디지털 NYC, 패션 제조업 개발 계획(FMI), 국제 혁신가
계획(IN2NYC), Made in NY 미디어 센터, Made in NY 패션 등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