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년 6월 5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해리스(HARRY'S)의 뉴욕시 확장 이전으로 188개 신규 일자리 창출 발표 

 

원 허드슨 스퀘어(One Hudson Square)의 신규 본사가 기술, 연구개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분야 

일자리를 지원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온라인 남성 미용 브랜드 해리스(Harry’s)가 뉴욕시 75 Varick 

Street 원 허드슨 스퀘어(One Hudson Square)로 본사를 확장 이전함으로써 188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2013년 창립된 해리스는 고품질 미용 제품을 경쟁력 있는 가격에 

디자인, 생산 및 판매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리스는 불과 4년 전 창립되었으나, 도약과 성장을 거듭하여 

뉴욕주에서 사업을 확장함으로써, 근면한 뉴욕 주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뉴욕의 혁신, 기업가 정신 및 창의성에 대한 증거로서, 이 확장 프로젝트는 향후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성공을 지원할 것입니다.” 

 

해리스의 본사는 161 Avenue of the Americas에서 75 Varick Street 원 허드슨 스퀘어(One Hudson 

Square)에 위치한 60,000평방피트 규모 공간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이번 이전 및 확장으로 향후 

5년간 기술, 연구 및 개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등의 분야에서 188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해리스의 사업 확장을 장려하기 위해,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는 엑셀시어 일자리 프로그램(Excelsior Jobs Program)을 통해 150만 달러 규모의 

성과 기반 세액 공제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 이사장, CEO이자 커미셔너인 Howard Zemsky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시는 비즈니스 시장 규모를 확대하고 기존 시장에 혁신을 가져다 줄 준비가 된 기업을 위한 

성장 허브입니다. 4년 만에 해리스는 누구나 아는 유명한 스타트업으로 성장하였으며,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는 뉴욕시에서 해리스의 성공을 지원하고 또 그 

성공의 일원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해리스 공동창립자이자 공동 대표인 Andy Katz Mayfield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4년 동안의 

성공이 우리를 매우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이전은 해리스의 여정에서 매우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 시작된 고향 인근에서 계속 일하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엑셀시어 

일자리 프로그램(Excelsior Jobs Program)의 지원에 감사드리며, 새로운 보금자리 아래서 팀의 

지속적 확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Deborah J. Glick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리스 레이저스(Harry’s Razors)가 허드슨 

스퀘어(Hudson Square) 인근으로 이전하여 커뮤니티에 새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신규 이니셔티브로 뉴욕주는 지역 일자리를 증진하고 우리 지역의 장기적 성장을 

보장할 것입니다. 뉴욕시는 사업하기 매우 좋은 곳이며, 허드슨 스퀘어(Hudson Square)는 완벽한 

선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맨해튼 자치구 대표 Gale A. Brew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맨해튼은 혁신적 웹 기반 사업가를 위한 

완벽한 보금자리입니다. 과거와 비즈니스 세계가 공존하는 중심지로서의 맨하튼의 위치, 성장하는 

기술 및 스타트업 커뮤니티, 엄청난 규모의 인재풀은 이곳이 바로 해리스와 같은 사업을 확장할 

장소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의회 의원 Margaret S. Chi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리스 레이저스의 원 허드슨 스퀘어(One 

Hudson Square)와 시의회 지역구 1로의확장 이전을 환영합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의 엑셀시어 일자리 프로그램(Excelsior Jobs Program)의 



  

지원으로 뉴욕 주민을 위한 신규 하이테크 일자리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맨하튼 남부의 신흥 

비즈니스 지구를 다양화하면서 동시에 지역 경제를 지원할 것입니다. 혁신에 투자하여 21세기에 

걸맞은 추가 일자리를 창출해 주신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해리스 소개 

2013년 창립된 해리스는 적정 가격에 뛰어난 품질의 면도기를 판매하는 남성 미용 브랜드입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한 수직통합형 면도기 회사 중 하나로, 해리스는 독일 아이스펠트(Eisfeld)에 위치한 

자사 면도기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Harrys.com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을 판매합니다. 2016년, 

해리스는 타겟(Target)과 파트너십을 맺고 전국 1,800개 타겟 매장에서 자사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해리스 본사는 뉴욕시에 위치합니다. 해리스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려면 

Harrys.com을 방문하세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 소개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ESD)는 뉴욕의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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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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