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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기술 회사 엑스트(YEXT), 뉴욕시의 글로벌 본사 확장 발표

엑스트(Yext), 향후 5년간 500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뉴욕시 기반 인력을 1,100명 이상
증대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국제 디지털 지식 관리 기술 회사인 엑스트(Yext)가
뉴욕시의 본사를 확장하여, 향후 5년간 500개의 신규 고소득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회사는 61 Ninth Avenue, Manhattan에 위치한 142,500
평방피트의 새 본사에 수천만 달러를 투자하여, 뉴욕주의 인력을 1,100명 이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엑스트(Yext)와 같은 기술 회사들은 뉴욕의 최고
인재, 교육 기관 및 문화 자원 덕분에 주 전역에서 번창하고 확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뉴욕주에 투자하고 우리의 혁신 허브를 성장시키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이는 더 많은 세계적인 기업을 유치하여 우리의 21세기 경제를 더욱
향상합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엑스트(Yext)의 확장은 뉴욕시에서 기술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고 하며, 500개의 신규 고소득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투자는 회사의 인력을 뉴욕주에서 1,000명 이상으로 확대하며,
뉴욕의 첨단 기술 산업을 발전시키고, 경제를 강화할 것입니다."
2006년에 뉴욕시에서 설립된, 엑스트(Yext)는 지도, 앱, 검색 엔진, 음성 지원 및 소비자
발견, 결정 및 행동을 주도하는 기타 지능형 서비스의 디지털 세계에서 회사들이 자신의
브랜드 경험을 통제하도록 해주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oftware as a Service, SaaS)
클라우드 기술 회사입니다. 엑스트(Yext)는 딜로이트(Deloitte)가 선정한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 중 하나이며, 포천(Fortune)의 "가장 일하기 좋은 기업" 중 하나로
인정받았습니다. 엑스트(Yext)는 현재 뉴욕시의 600명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베를린, 시카고, 달라스, 제네바, 런던, 파리, 샌프란시스코, 상하이, 도쿄 및 워싱턴 D.C
지역에 약 1,000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엑스트(Yext)의 창립자 겸 최고경영자인 Howard Lerma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엑스트(Yext)는 엑스트 빌딩(Yext Building)을 공개하게 되어 기쁘며, 우리의 근거지인

뉴욕에서 500개의 새로운 일자리와 함께 엑스트(Yext)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정보
과부하 시대에 많은 부분이 잘못된 가운데, 엑스트 빌딩(Yext Building)은 우리가 세계에
브랜드 검증된 답변을 가져옴으로써 자랑스럽게 설 것입니다. 우리는 콜럼버스 서클의
방 한 칸에서 세 명으로 엑스트(Yext)를 설립하였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혁신적인 제품, 세계적인 팀 및 엄청난 기회들이 전 세계에서 느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전히 엑스트(Yext)의 첫날입니다. 매일 우리는 깨어나 세상에 진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엑스트(Yext)는 회사의 재정적인 옵션과 필요한 인재를 분석한 후에 근거지인 뉴욕에서
확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사가 소프트웨어 개발 엔지니어링, 연구개발, 판매
엔지니어링, 사업 개발, 마케팅 및 관리직의 500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ESD)는
엑스트(Yext)에게 10년 동안 성과 기반 엑셀시어 세금 공제(Excelsior Tax Credits)를
최대 600만 달러까지 제공합니다. 엑스트(Yext)는 향후 5년 동안 5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 후 5년 동안 새로운 일자리와 뉴욕시에 기반을 둔 기존의 일자리를 유지할
경우에만 모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의 사장 겸 최고경영자인
Howard Zemsky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엑스트(Yext)의 확장으로 수백개의
고소득, 첨단 기술 일자리가 뉴욕시에 유입될 것이며, 이는 우리의 첨단기술 노동력을
반영하고 뉴욕주가 기술 산업의 선두에 머물도록 할 것입니다."
Brad Hoylman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엑스트(Yext)에 감사드립니다. 저의
상원 지역에서 500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기업의 약속뿐만 아니라 뉴욕의
기술 산업을 확고히 하려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와
Cuomo 주지사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Cuomo 주지사의 리더십 아래, 뉴욕주는 혁신, 기업가 정신 및 기술 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전략적인 투자를 해왔습니다. 뉴욕시의 스타트업 생태계는 세계에서 2위를
차지하며, 5개의 자치구에서 약 173,000개의 기술 일자리가 있습니다. 2011년 이후
52,000개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엑스트(Yext)의 뉴욕시 확장 결정은 뉴욕주의 신속하게
성장하는 기술 영역을 입증하며, 혁신 경제의 세계적인 센터로서의 뉴욕의 역할을
확고히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엑스트(Yext) 소개
엑스트, Inc (Yext, Inc) (NYSE: YEXT)는 선도적인 디지털 지식 관리(Digital Knowledge
Management, DKM) 플랫폼입니다. 회사의 임무는 지도, 앱, 검색 엔진, 음성 지원 및
소비자 발견, 결정 및 행동을 주도하는 기타 지능형 서비스의 디지털 세계에서 회사들이
자신의 브랜드 경험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천 개의 기업들이

브랜드 참여를 높이고, 유동 인구를 유도하며, 판매를 늘리기 위해 엑스트 지식 엔진(Yext
Knowledge Engine)을 이용하여 디지털 지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소개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SD)는 뉴욕의 주요 경제 개발 기관입니다
(www.esd.ny.gov).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S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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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파이서 스테이트 개발공사(ESD)는 또한 Cuomo
주지사의 지역경제개발협의체(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s)와 뉴욕을
상징하는 관광 브랜드 "아이 러브 뉴욕(I LOVE NEW YORK)"을 감독하는 주요
행정기관입니다. 지역협의체 및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에 대한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는 www.regionalcouncils.ny.gov 및
www.esd.ny.gov를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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