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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SPOTIFY가 4 WORLD TRADE CENTER로 이 회사의 미국 본사를 

이전하고 확장한다고 발표 

 

Spotify의 확장은 뉴욕시에서 1,000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832개의 기존 

일자리를 유지할 것임  

 

Silverstein Properties가 소유한 이 빌딩은 16에이커의 World Trade Center 부지에 

있는 빌딩 중 처음으로 완전히 임대된 오피스 타워임 

  

이번 발표는 국내의 선도적 기술 경제로서 뉴욕의 지위를 뒤받침하기 위한 주 정부의 

투자를 지속시킴 

  

주지사는 자신의 Spotify 플레이리스트에 있는 노래 목록도 공개함 – 여기에서 

확인하세요 

 

Cuomo 주지사는 오늘, 디지털 뮤직 서비스 Spotify가 그 미국 본사를 4 World Trade 

Center로 이전하면서, 주요 사업 확장으로 1,000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832개의 기존 일자리를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Midtown South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Spotify는 2018년 초에 Silverstein Properties, Inc.가 소유하고 있고, 

Fumihiko Maki가 설계한 새로운 빌딩에 있는 378,000평방피트의 사무 공간으로 이 

회사의 뉴욕 사무소와 그 직원들을 이전시킬 것입니다. Spotify가 신규 빌딩으로 

이전함에 따라 이 빌딩은 역사적인 16에이커 규모의 World Trade Center 부지에서 

완전히 임대된 최초의 오피스 타워가 될 것입니다. 주지사는 뉴욕시에서 진행된 

행사에서 이 발표를 하면서, 아울러 자신의 Spotify 플레이리스트도 발표했습니다. 

주지사의 플레이리스트에 있는 노래 목록은 여기에서 제공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Lower Manhattan은 이전의 그 어느 때보다 더 

활기차고, 다양하며, 커넥티드 상태에 있으며, Spotify의 사업 확장은 이 지역사회의 믿기 

어려운 성장 잠재력에 대한 가장 최신의 사례입니다. 뉴욕은 기술 및 혁신에 대한 국내의 

선도적 허브로서 급속히 떠오르고 있으며, 더 많은 일자리와 기회를 창출하고, 21세기의 

중심지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Spotify를 4 World Trade Center에 맞이하고, 

https://play.spotify.com/user/governorcuomo/playlist/0ddqdxS3FTo6LTiyZ8CE0f?play=true&utm_source=open.spotify.com&utm_medium=open
https://open.spotify.com/user/governorcuomo/playlist/0ddqdxS3FTo6LTiyZ8CE0f


 

 

음악의 미래 기업이 우리의 역동적 기술 커뮤니티의 밝은 미래의 일부가 되게 만드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Spotify가 뉴욕에서 그 사업 운영을 확장하도록 장려하기 위해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는 수상 경력이 있는 이 뮤직 서비스 회사에게 최대 1,100만 달러의 World 

Trade Center Rent Reduction Program 임차료 공제를 제공할 것이며, 이는 대략 15년의 

기간 동안 Spotify의 임차를 위해서 이용 가능합니다. Spotify는 1,000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832개의 기존 일자리를 유지하는 한편, 자사의 새로운 사무 공간을 

단장하고 시설을 장착하는데도 투자할 것입니다.  

 

뮤직, 소프트웨어 개발 및 소셜 미디어를 포괄하는 이 회사의 여러 산업에 걸친 사업 

범위를 통해서, Spotify는 Lower Manhattan의 경제적 기반을 더욱 다양화할 것입니다. 

회사의 새로운 공간을 충원함에 있어서, Spotify는 자사의 뉴욕 근무 인력을 증가시킬 

계획이며, 여기에는 특히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및 제품 팀들, 라벨 및 아티스트 관계 

팀들, 편집, 쇼, 오리지널 콘텐츠, 마케팅, 법무, 영업, 재무 팀들이 포함됩니다. 

 

 Spotify 최고법무책임자 Horacio Gutierrez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뉴욕시에서 

우리 팀과 본사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킴에 있어서 Cuomo 주지사와 뉴욕주의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뉴욕은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인재 시장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며, 

우리는 4 WTC에서 우리의 새로운 공간을 구축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Larry Silverstei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World Trade Center와 다운타운을 

위해서 대단한 날입니다. 디지털 경제의 개척자 기업에 의한 이 주요한 약속은 Lower 

Manhattan이 뉴욕의 가장 혁신적 기업들을 위한 최고의 목적지가 되었다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다른 어떤 지역도 대중교통 연결, 주거 시설, 식당, 점포 및 문화를 구비한 

우리의 복합 공간보다 더 나을 수 없습니다.” 

 

ESD 사장, CEO 겸 커미셔너 Howard Zemsky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리더십하에서, 뉴욕주는 기술 분야에서 전례 없는 성장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 분야는 주 

전역에 걸쳐 일자리 창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Spotify는 이 회사의 1,882개의 

기술 및 미디어 부문 일자리를 통해서, Lower Manhattan의 비즈니스 커뮤니티를 더욱 

다양화하고, 이 지역을 21세기 경제로 이동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Silverstein Properties의 계열사인 World Trade Center Properties 사장 Janno 

Lieb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10년 내에, 거의 700개의 회사들이 다운타운으로 

이전하면서, 1,600만 평방피트의 공간을 임차했습니다. World Trade Center가 이 길을 

선도하면서,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 크리에이티브, 테크놀러지, 금융 서비스 및 미디어 

회사들을 유치왔으며, 이 회사들은 거의 600만 평방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World 

Trade Center에서 Condé Nast, GroupM 및 MediaMath에 동참하려는 Spotify의 결정은 

다운타운을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립니다.” 

 



 

 

Spotify의 사업 확장은 뉴욕주에서 하이테크 및 디지털 회사를 유치하고 유지하기 위한 

주지사의 성공적 노력에 대한 가장 최근의 모범 사례입니다. 올해 초, Snapchat은 

맨해튼에서 396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118개의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과 교환해서, 

성과 기반의 엑셀시어 일자리 프로그램에서 제공되는 환급 가능 세금 공제로 최대 500만 

달러를 수락하기로 ESD와 합의했습니다. 또한, 2016년에는 디자이너 아이웨어 메이커 

Warby Parker가 새로운 록랜드 카운티 옵티컬 연구소에 128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뉴욕시에서 250개 이상의 일자리를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ESD는 이 회사에 

최대 132만 달러까지의 엑셀시어 일자리 프로그램 세금 공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 년 동안, 위에 언급된 회사들은 BuzzFeed, Etsy 등의 회사들과 함께, 뉴욕주에서 

전체적으로 1,824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1,513개의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ESD 

세금 공제를 수락했습니다. 

 

World Trade Center Rent Reduction Program은 World Trade Center 부지 및 7 World 

Trade Center에 있는 상업용 사무 공간 임차에 대해서 뉴욕주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WTC 빌딩에서 임차하는 상업용 사무 공간 

750,000평방피트에 대해서 평방피트당 5달러의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상당한 일자리 

창출이 예상되고, 인근 지역의 산업 기반 다양성을 대변하는 상업용 사무 공간 

임차인들이 이 프로그램의 대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16에이커의 부지에 완공될 최초의 타워인 4 WTC는 Pritzker 상을 받은 건축가 Fumihiko 

Maki에 의해 설계되었으며, 지속 가능성에 대한 LEED (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Gold 기준을 충족할 것입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모델인 

977피트(298미터)의 타워에는 56개 층의 사무 공간에 230만 

평방피트(213,680평방미터)의 채광이 충만한 친환경 하이테크 사무 공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방 하원의원 Jerrold Nadl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항상 뮤직 산업의 

본고장이었을뿐만 아니라, 신흥 기술 회사들을 위한 East Coast 허브였습니다. 저는 

Spotify가 이 전통을 지키고, Lower Manhattan의 4 World Trade Center에 1,000개가 

넘는 신규 일자리를 가져오기로 선택한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주 상원의원 Daniel Squadro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Spotify의 4 World Trade Center 

이전은 더 많은 일자리, 더 큰 성장, 그리고 더 많은 혁신을 의미하며, 이는 Lower 

Manhattan 주민들에게는 음악과 같은 소식입니다. 기술 부문은 뉴욕의 성장하는 산업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저는 우리 주와 저의 지역구에서 기술 산업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Cuomo 주지사,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 Silverstein, 항만청 및 정부에 있는 저의 동료들께 감사드립니다.” 

 

주 하원의원 Yuh-Line Niou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Spotify를 Lower 

Manhattan의 4 World Trade Center로 맞이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이제 Lower 

Manhattan이 기술 및 기업가 정신의 허브로서 지속적으로 발전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이유가 1,000개도 넘습니다. 저는 우리 시의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그의 



 

 

지속적 노력에 대해 Cuomo 주지사께 찬사를 보내며, Lower Manhattan이 지속적으로 

최고의 인재, 산업 및 일자리를 유치하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저의 동료들과 함께 

일하기를 고대합니다.” 

 

맨해튼 자치구 대표 Gale A. Brew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년, 뉴욕은 기술 허브로서 

성장하고 있으며, 더 많은 기술 기업들이 여기에서 뿌리를 내리는 것을 보는 것은 매우 

기쁜 일입니다. Spotify가 World Trade Center에서 사업을 확장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진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이정표입니다. 기술 부문의 성장에 대한 Cuomo 

주지사의 전념은 실질적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저는 이곳 맨해튼에서 기술 

혁신가들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품들을 만들도록 장려하기 위해서 

주지사와 주 및 시 정부에 있는 우리의 동료 모두와 함께 협력하기를 고대합니다.” 

 

뉴욕시 의회 의원 Margaret Chi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맨해튼 다운타운에서 그 본사를 

이전하고 확장하기로 한 Spotify의 결정은 우리 나라의 역사상 최악의 테러 공격에서는 

물론이고, 고통스러운 경기 후퇴와 슈퍼폭풍 샌디로 인한 혹독한 범람에서도 살아 

남았던 우리 지역의 복원력에 대한 증거입니다. 저는 Spotify와 같은 디지털 기술 

산업계의 리더가 이 다양하고, 역동적이며, 부흥하는 지역의 일원이 되기로 

선택함으로써 뉴욕시에서 그 뿌리를 더욱 견고히 하는 것을 보게 되어 기쁩니다. 이것은 

최고의 성공 기업을 유치하는 한편, 우리 지역의 노동력을 강화하는 것에 대한 주지사의 

노력에 대한 모범 사례이며, 저는 맨해튼 다운타운에서 이 산업이 성장하는 것을 보기를 

고대합니다.” 

 

주지사의 Spotify 플레이리스트에 있는 노래 목록에는 다음과 같은 노래들이 있습니다. 

 Work for the Working Man- Bon Jovi 

 New York State of Mind- Billy Joel 

 Riders on the Storm- The Doors 

 Proud Mary- Tina Turner 

 Sunday Papers- Joe Jackson 

 Cheek to Cheek- Tony Bennett and Lady Gaga 

 Hold On- Alabama Shakes 

 Water is Wide- Pete Seeger 

 Take Me to the River- Levon Helm 

 Downtown Train- Tom Waits 

 Rock ‘n Roll- Lou Reed 

 America- Simon and Garfunkel 

 Empire State of Mind- Jay Z and Alicia Keys 

 Talkin’ New York- Bob Dylan 

 Rockaway Beach- Ramones 

 The 59th St. Bridge Song- Simon and Garfunkel 

 Gimme Shelter- Rolling Stones 

 Don’t Stop Believing- Journey 

 I and Love and You – the Avett Brothers 

 Rock and Roll Girls – John Fogerty 

https://play.spotify.com/user/governorcuomo/playlist/0ddqdxS3FTo6LTiyZ8CE0f?play=true&utm_source=open.spotify.com&utm_medium=open


 

 

 Erie Canal – Bruce Springsteen 

 The Downeaster Alexa – Billy Joel 

 New York Minute – Don Henley 

 Simply the Best – Tina Turner 

 Immigrant Song – Led Zeppelin 

 Angel of Harlem – U2 

 Walk This Way – Aerosmith 

 Satisfaction – Rolling Stones 

 24K Magic – Bruno Mars 

 Waiting on a Friend – Rolling Stones 

 Grenade –Bruno Mars 

 Born This Way – Lady Gaga 

 Til it Happens to You – Lady Gaga 

 Signed, Sealed, Delivered – Stevie Wonder 

 Piano Man – Billy Joel 

 We Didn’t Start the Fire – Billy Joel  
 

Spotify 소개 

Spotify는 수상 경력이 있는 디지털 뮤직 서비스 회사이며, 청취자들에게 3,000만 트랙 

이상의 주문형 뮤직을 제공합니다. 이 회사의 목표는 누구에게나, 그들이 어디에 있든, 

언제든지 전 세계의 모든 음악을 즉시 이용 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Spotify는 이전의 

그 어느 때보다 음악을 검색하고, 관리하며, 친구들과 공유하는 것이 더 쉽게 만드는 

한편, 아티스트들이 공정한 처우를 받도록 보장합니다. 

 

Spotify는 현재 전 세계 60개 시장에서 이용 가능하며, 1억 명 이상의 유효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고, 그 중 4,000만 명 이상이 유료 구독자입니다. 

 

2008년에 스웨덴에서 사업을 개시한 이래, Spotify는 저작권자들에게 50억 달러 이상의 

저작권료를 제공했습니다. Spotify는 전 세계적으로 이런 종류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회사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성공적인 회사입니다. www.spotify.com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 소개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SD)는 뉴욕의 최상급 경제 개발 기관입니다. ESD의 

목적은 경제 활성화와 성장, 새로운 일자리 및 경제 기회 창출, 주 정부 및 지방 정부의 

세수 증가 및 지역 사회 경제의 안정화 및 다변화입니다. 대출, 지원금, 세금 공제 및 기타 

금융 지원을 통해서 ESD는 직장 창출 도모와 뉴욕주에 위치한 지역사회의 번영을 위한 

사유 기업 투자 및 성장 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ESD는 Cuomo 

주지사의 지역경제개발협의체 및 주의 상징적 관광 브랜드인 “I Love NY”의 마케팅을 

감독하는 일차적 행정 기관이기도 합니다. 지역협의체 및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는 www.regionalcouncils.ny.gov 및 www.esd.ny.gov를 

방문하세요. 

 
 

http://www.spotify.com/
http://www.regionalcouncils.ny.gov/
http://www.esd.ny.gov/


 

 

Silverstein Properties 소개 

Silverstein Properties, Inc. (SPI)는 뉴욕에 기반을 둔 비상장 회사로서, 부동산 개발, 투자 

및 관리에 대한 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957년에 회장인 Larry Silverstein이 설립한 이 

회사는 사무실, 주택, 호텔 및 소매 상가를 개발하고 취득합니다. SPI는 2006년에 

개장했고, 뉴욕시에서 최초로 LEED 인증을 받은 오피스 타워인 7 World Trade Center와 

2013년 11월에 개장한 4 World Trade Center를 포함해서, 4,000만 평방피트(325만 

평방미터) 이상의 상업용, 주거용 및 소매 상가용 부동산을 개발, 소유 및 

관리해왔습니다.  

 

현재 이 회사는 Four Seasons Downtown New York Hotel, 개인용 고급 레지던스 

(Private Luxury Residences), One West End, 그리고 2 World Trade Center 및 3 World 

Trade Center를 포함해서, 100억 달러 규모의 부동산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아울러, 

SPI는 유럽, 아시아 및 이스라엘에서의 부동산 개발 및 취득을 위한 합작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8년 연속 Crain’s New York Business가 선정한 “뉴욕시에서 

일하기 가장 좋은 곳” 중 하나로 선정되었습니다. 

 

Silverstein Properties에 관한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는 

www.silversteinproperties.com 또는 www.wtc.com을 방문하세요.  

 

임대차 정보에 대해서는, 부사장 Jeremy Moss에게 jmoss@silvprop.com을 통해 

연락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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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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