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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뉴욕시 제작 허브와 함께 넷플릭스(NETFLIX)의 뉴욕 입지 확대 발표  

  

허브는 2024년까지 127개의 운영 콘텐츠, 마케팅 및 제작 일자리를 창출할 맨해튼 

사무실 포함  

  

브루클린 제작 공간은 5년 안에 수천 개의 일자리를 보유할 수 있는 6개의 음향 무대 포함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세계 선도적인 인터넷 엔터테인먼트 서비스인 

넷플릭스(Netflix)가 뉴욕시의 제작 허브와 함께 뉴욕에서 입지를 확장하여, 수백 개의 

일자리와 최대 1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제작 허브는 향후 

5년간 127개의 고임금 운영 콘텐츠, 마케팅 및 제작 개발 일자리를 직접 창출할 수 있는 

맨해튼의 확장된 사무실과 5년 안에 브루클린에 수천 개의 제작팀 일자리를 보유할 수 

있는 6개의 음향 무대를 포함할 것입니다. 이 발표는 뉴욕주 전역에 강력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뉴욕의 기술 및 엔터테인먼트 분야를 지원하겠다는 Cuomo 주지사의 

약속을 공고히 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넷플릭스(Netflix)는 뉴욕 주민과 마찬가지로 

혁신적이고 창조적이며 대담합니다. 뉴욕에서 이 첨단 회사의 확장은 엠파이어 

스테이트가 기업을 위해 열려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우리는 

넷플릭스(Netflix)가 사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뉴욕을 선택한 것이 자랑스러우며, 이 

프로젝트가 가져다줄 일자리와 경제 활동 및 세계적인 작품을 기대합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과 전 세계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도적인 업체인 넷플릭스(Netflix)의 뉴욕 확장은 수천 개의 일자리 잠재력을 

창출하는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새로운 제작 허브는 브루클린의 사무실 공간과 음향 

무대를 추가하며, 이 지역의 기술과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발전시키고, 뉴욕주 전체의 

경제를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성장시킬 것입니다."  

  

넷플릭스(Netflix)의 세계 스튜디오 운영 및 부동산 이사인 Jason Hariton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세상에서 가장 창의적이고 경영적인 인재의 본거지인 영화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했고, 우리는 넷플릭스(Netflix)의 제작 허브를 그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넷플릭스(Netflix)의 새로운 회사 사무실들은 맨해튼 플랫아이언 지구(Flatiron District)에 

있는 888 브로드웨이(Broadway)에서 약 10만 제곱피트를 차지할 것입니다. 사무실들은 

넷플릭스(Netflix)의 현재 뉴욕에 기반을 둔 32명의 직원 외에 127개의 새로운 운영 

콘텐츠 인수, 개발, 제작, 법률, 홍보 및 마케팅 직책을 맡게 될 것입니다.  

  

오렌지 이즈 더 뉴 블랙(Orange is the New Black), 언브레이커블 키미 

슈미트(Unbreakable Kimmy Schmidt), 당신보다 그것이 좋아(She's Gotta Have It), 

아이리시맨(The Irishman), 썸원 그레이트(Someone Great), 프라이빗 라이프(Private 

Life) 및 러시아 인형처럼(Russian Doll)을 포함하여 뉴욕에서 오랜 제작 역사를 가진 이 

회사는 또한 브루클린의 333 존슨 애비뉴(Johnson Avenue)에 6개의 음향 무대와 지원 

공간을 만들기 위해 약 161,000제곱피트를 임대했습니다. 이 공간들은 5년 안에 수천 

개의 제작 일자리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의 사장 겸 최고경영자인 

Howard Zemsky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넷플릭스(Netflix) 덕분에 온라인 

스트리밍은 유선 방송처럼 보편화되었고, 아마도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뉴욕에서 확장하기로 한 그들의 결정은 뉴욕의 기술, 엔터테인먼트 및 제작 산업을 

지원하고 발전하려는 우리의 노력을 입증합니다."  

  

미국영화산업노조(International Alliance of Theatrical Stage Employees, I.A.T.S.E.), 

52 지구 모션 픽쳐 스튜디오 제작 기술(Motion Picture Studio Mechanics Local 52)의 

회장인 John Ford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팀원들은 뉴욕 영화 산업의 

기초이며, 이 프로젝트는 그들의 미래에 투자합니다. 이 재능 있는 사람들은 제작이 

문제없이 진행되도록 매일 일하며, 그들에게 Andrew Cuomo 주지사보다 더 큰 

협력자는 없습니다. 넷플릭스(Netflix)의 새로운 허브를 뉴욕시로 가져오도록 지원해준 

주지사에게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817 지구 공연 트럭 운전사(Theatrical Teamsters Local 817)의 회장인 Tom 

O'Donnell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업계에서 넷플릭스(Netflix)만큼 진보적인 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소식으로 우리는 이전의 기록 고용에 견고한 중산층 일자리를 

계속 추가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 위한 풍토는 크게 성공한 뉴욕주 필름 세금 

공제 프로그램(New York State Film Tax Credit Program) 없이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며, Cuomo 주지사의 통찰력과 계속적인 지원에 찬사를 보냅니다."  

  

2024년까지 넷플릭스(Netflix)의 127개 고임금 사무실 기반 일자리를 지원하고, 검토 

중인 다른 도시들과 경쟁하기 위해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는 실제 일자리 창출과 직결되는 실적 기반 엑셀시어 세금 공제(Excelsior 

Tax Credits)를 10년 동안 최대 400만 달러까지 제공했습니다. 넷플릭스(Netflix)는 모든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새로운 운영 제작 사무실에서 2024년까지 127개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며, 그 후 5년 동안 새로운 일자리와 기존의 32개 사무실 일자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넷플릭스(Netflix) 소개  

넷플릭스(Netflix)는 190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1억 3,900만명의 유료 회원들이 다양한 

장르와 언어로 TV 시리즈, 다큐멘터리 및 장편 영화를 즐기는 세계 선도적인 인터넷 

엔터테인먼트 서비스입니다. 회원들이 언제든, 어디에서나, 인터넷이 연결된 화면에서 

원하는 만큼 시청할 수 있습니다. 회원들은 광고나 의무 없이 재생하고, 멈추고, 

재시작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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