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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SQUARE, INC.가가가가 뉴욕시에뉴욕시에뉴욕시에뉴욕시에 있는있는있는있는 EAST COAST 본사를본사를본사를본사를 확대하고확대하고확대하고확대하고 일자리를일자리를일자리를일자리를 늘린다고늘린다고늘린다고늘린다고 

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 

 

본사본사본사본사 확대로확대로확대로확대로 350여개의여개의여개의여개의 신규신규신규신규 일자리가일자리가일자리가일자리가 창출될창출될창출될창출될 예정디다예정디다예정디다예정디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모바일 기기에서 신용카드 결제를 승인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의 

선도적인 공급업체인 Square, Inc.가 뉴욕시에 있는 East Coast 본사에서 사업부를 확대하고 

일자리를 늘리기로 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로써 뉴욕주에 350여개의 신규 일자리가 생겨날 

것입니다.  

 

Square는 뉴욕시 SoHo 주변 375 West Broadway에 자리할 예정으로, 올 여름 새부지로 이전하고 

기존에 있던 뉴욕의 35개 일자리 외에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입니다.  

 

“SoHo에 새로운 East Coast 본사를 세우기로 한 Square의 결정은 뉴욕주를 사업 확대 장소로 선택한 

창업기업과 혁신적인 기술산업 회사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가장 최근의 소식입니다”라고 Andrew 

M.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매우 유능한 인력과 함께 성장에 장애가 되는 사항을 없애는 데 

열의를 보여온 주정부, 혁신을 이끄는 기업 환경, 뉴욕주의 기술 부문의 빠른 확장성은 우리 경제 

전략이 효과가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Square Inc.의 뉴욕 입성을 환영하며, 이곳 SoHo에서 

사세를 확장하고 350명의 직원을 채용하기로 한 회사의 결정에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Square사는 신용카드 승인에서 온라인 판매 관리에 이르는 모든 것을 간단하고 저렴하게 제공하는 

도구로 업계의 창업, 운영,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iPhone, iPad, Android 기기용 무료 신용카드 

리더기인 Square Reader를 사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저렴하고 투명한 비용으로 신용카드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Square의 비즈니스 도구 세트에는 Square Register, Square Market, Square Wallet, 

Square Stand, Square Cash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009년 Jack Dorsey와 Jim McKelvey가 창업하고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두었던 Square사는 현재 미국, 캐나다, 일본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세계적으로 800여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뉴욕은 지역 판매업자가 간단하고 멋진 도구로 사업을 키워나가도록 도우면서 글로벌 커머스, 

기술 및 예술(우리가 Square에서 날마다 하는 일)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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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uare의 국제 정부, 규제 정책 작업 본부장인 Demetrios Marantis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뉴욕주의 

혁신 활동에 좋은 인상을 받았고,세계의 주요 금융센터 근처에서 일하고 늘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기술 업계의 일부가 되는 것에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Manhattan Borough 장인 Gale A. Brew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시의 기술 부문은 급속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성공은 다음 성공은 다음 성공을 기반으로 합니다. Square Inc.가 

맨해튼에 입성하게 된 것을 환영하며, Empire State Development가 일자리 창출 및 신규 투자를 

이끌어내는 데 제 역할을 한 것에 박수를 보냅니다.” 

 

Daniel Squadron 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뉴욕시가 꼭 필요한 곳임을 보여주는 또 

다른 표시이며, 또 다른 증거로는 바로 그곳에 Square가 멋지게 입성했다는 것입니다. 뉴욕에서 

기술 경제를 발전적으로 이끄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해준 주지사와 Empire State Development 

Corporation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 곳에 Square가 사세를 확장하여 입성한 것을 

환영합니다.”  

Deborah Glick 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Square Inc.가 SoHo를 East Coast 본사로 선택하고 

뉴욕시가 자랑스럽게 갖추고 있는 혁신적이고 기업가 정신을 갖춘 인력을 채용하기로 한 것에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발표는 기술 기업들이 성장하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반드시 

우리 뉴욕시와 뉴욕주에 들어와야 함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이 기업이 맨해튼에 자리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신 Cuomo 주지사에게 감사 드립니다.”  

Square가 뉴욕지에서 사세를 확장할 수 있도록 이끌기 위해 ESD(Empire State Development)는 최고 

500만 달러의 성과 기반 Excelsior 세금 감면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는 회사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Square의 뉴욕 인력에는 고숙련 엔지니어, 개발자, 

웹디자이너, 비즈니스 전문가가 포함될 예정이며, 확장 부문은 소비자와 소기업이 이 회사의 

제품을 빠르게 채택한 덕택에 “Silicon Alley” 기술 클러스터에 추가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확장은 

뉴욕시의 기업향 또는 B2B 기술 부문의 개발을 돕고, 첨단 엔지니어 그룹을 유치하고, 지역 인재 

기반을 구축하고, 뉴욕을 중요 기술 허브로 널리 홍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뉴욕주는 기술 개발을 위한 전세계의 허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리더십에 따라 

뉴욕주의 경제 개발 부문의 집중은 업계 리더들에 의한 민간 투자를 더욱 많이 이끌고 있습니다. 

이는 또한 뉴욕 주민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라고 Kenneth Adams 

의장, CEO 겸 커미셔너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뉴욕에 들어서는 Square의 새로운 East Coast 본사를 

지원하면서 400명에 이르는 뉴욕 주민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있으며, Empire State가 

하이테크 엔지니어들이 혁신을 가꾸고 성공하기 위해 찾고 싶어하는 곳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Square는 지역 판매업체들이 무료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분석방법 및 저렴하고 투명한 가격을 

포함해 간단하고 저렴하고 접근 가능한 도구를 사용하여 쉽게 사업을 운영하고 발전시킬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지역의 경우 100,000여명의 현지 판매업체가 Square로 지급을 

승인하고 10억 달러 이상의 상업 활동을 촉진하며 뉴욕시의 경제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Square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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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디자인 에이전시 80/20를 인수하고 2012년 10월에 첫 번째 뉴욕 사무실을 개소하였습니다. 

소셜 미디어의 거인인 Twitter의 공동창업자 겸 회장이기도 한 Square CEO Jack Dorsey는 최근 

Harlem에 있는 Apollo Thearter에서 “Let’s Talk”라는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행사는 이웃에 있는 

기업 소유주들을 한자리에 모으기 위해 Square가 기획한 것입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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