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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는주지사는주지사는주지사는 ETSY가가가가 확확확확장을장을장을장을 하고하고하고하고 브루클린에브루클린에브루클린에브루클린에 새로운새로운새로운새로운 본사를본사를본사를본사를 열어열어열어열어 340개의개의개의개의 새로운새로운새로운새로운 일자리를일자리를일자리를일자리를 

창출할창출할창출할창출할 것이라고것이라고것이라고것이라고 발표발표발표발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디자이너나 수집가들이 온라인에서 그들의 제품을 전 

세계로판매 하는 마켓 플레이스인 Etsy가 사업을 확장하고 브루클린에 새로운 본사를 연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결과로 뉴욕 주에 34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것입니다.  

 

Etsy의 본사는 DUMBO 인근의 117 Adams Street에 위치할 것입니다. Etsy는 2016년 자사의 본사를 

이동할 것이고 뉴욕 주에서 그들의 총 직원 수를 2019년까지 740명으로 확대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뉴욕은 혁신과 상업의 중심으로 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매력과 함께 기업가들과 능력 

있는 인재들이 살고 싶은 곳이며 이런 많은 요인들로 엠파이어 스테이트를 기업들이 찾아 오고 

성장하는 곳으로 만들었습니다.”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거의 9년 전 브루클린에서 개업을 

한 후, Etsy는 수만 뉴욕 주 기업과 개인들에게 힘을 실어 주는 흥미로운 플랫폼을 제공하고 

번창하고 있습니다. 뉴욕을 기반으로 하는 Etsy 같은 회사가 여기에서 확장하는 것을 보는 것은 

매우 기쁜 일입니다. 주 정부에서 경제 성장과 우리 지역 사회에서의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경쟁력 있는 지원들도 부분적으로 도움이 되었습니다.” 

 

Etsy의 CEO Chad Dickerson은 “Etsy는 뉴욕에서 설립되었고 우리는 여기에 우리의 미래를 투자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은 창의과 상업이 함께 하는 곳입니다. 이 곳은 

Etsy와 태동하는 기술 산업을 위한 가장 알맞은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tsy는 핸드메이드 빈티지 제품 판매자를 위한 글로벌 시장이며 구매자들은 보석부터 가구와 

패션까지 모든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3,000만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3년 

매출은 13억 5천 달러였습니다. 2005년 브루클린에 설립되었고 현재 브루클린과 허드슨에 뉴욕 

사무실에서 400명에 가까운 직원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기술 분야의 고용주로서의 역할을 넘어 

확장하는 경제적인 효과를 제공합니다. Etsy는 뉴욕 주에 있는 55,000개 이상의 소규모 기업과 

인터넷 기반 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 중 88%는 여성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조선에 맞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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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적인 사업을 구축하고 직업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Etsy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또한 세계에서 긍정적인 사회 및 환경 영향을 주는데 노력을 하여 2012년에 Certified B-Corp가 

되었고 사회적 환경적 성과와 책임성 투명성의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뉴욕시와 허드슨에서 Etsy의 확장을 장려하기 위해,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ESD)은 성과 기반으로 

Excelsoir 세금 감면을 5백만 달러까지 제공할 것이며 이는 회사의 고용 창출과 투자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브루클린 본사는 LEED 인증을 달성하고 자전거 통근을 촉진하고, 

혁신적인 퇴비 제휴를 확대하여 회사의 지속 가능성 목표를 지원합니다. Etsy의 인력은 기술, 관리, 

마케팅 및 지원 작업의 조합을 포함 할 것입니다.  

 

ESD 사장, CEO 및 위원 Kenneth Adams는 “뉴욕시 최대의 자체 개발 기술 고용주 중 하나로서, 

우리는 브루클린의 확장 의지에 대한 Etsy 박수를 보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Etsy 같이 

빠르게 성장하고 진보적인 기업을 위한 완벽한 곳이며 우리는 그들의 성장을 가져올 것이라고 

믿는 300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미디어미디어미디어미디어 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 

주지사의 언론 사무실: 518.474.8418 혹은 press.office@exec.ny.gov 

Etsy: press@ets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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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