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년 6월 29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에트나(AETNA)가 뉴욕시에 본사를 설립할 것이라고 발표 

 

25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145,000 평방 피트 규모의 본사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포춘 50 대 건강 보험 회사(Fortune 50 health 

company)인 에트나(Aetna)가 뉴욕시에 새로운 본사를 설립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첼시 소재 145,000 평방 피트 규모의 사무실 공간은 뉴욕주에서 250 개의 고임금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에트나(Aetna)는 약 4,500만 명의 사람들에게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굴지의 다각화된 건강 보험 회사입니다. 이 기업은 국제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전 세계를 통괄하기에 뉴욕시 본사가 유리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을 본거지로 삼은 에트나(Aetna)의 결정은 

엠파이어 스테이트의 놀라운 경제적 추진력을 입증하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뉴욕은 

비즈니스가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풍부하고 다양한 인재 그룹과 성장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오늘날 더 많은 기업들이 비즈니스를 성장시키고 다각화하기 위해 뉴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에트나(Aetna)는 뉴욕으로 이전하여 250 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확보함으로써 뉴욕이 기업들을 위해 문호를 개방 중이라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뉴욕주로의 에트나(Aetna) 이전을 독려하기 위해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ESD)는 2,400만 달러 규모의 성과 기반 세금 공제의 10년간의 

적용을 제안했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에트나(Aetna)는 첼시 소재 나인스 애비뉴 

61번지(61 Ninth Avenue)에 위치한 새로운 본사에 250 개의 고위 직책을 추가하고 

145,000 평방 피트 규모의 공간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갖추기 위해 8,400만 달러를 

투자할 예정입니다. 뉴욕으로 이전하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에트나(Aetna)는 여러 

도시를 고려했습니다. 

 

에트나(Aetna)는 다음과 같은 다양하고 전통적이며 자발적이고 고객에게 중심을 둔 건강 

보험 제품 및 그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의료, 약국, 치과, 행동 건강, 그룹 생활 

및 장애 계획, 의료 관리 능력, 메디케이드(Medicaid) 건강 보험 관리 서비스, 노동자 보상 



행정 서비스, 건강 정보 기술 제품 및 관련 서비스. 이 기업은 국제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전 세계를 통괄하기에 뉴욕시 본사가 유리할 것입니다. 

 

첼시에 자리잡은 에트나(Aetna)의 본사는 생명 과학 산업의 최전선으로 뉴욕주가 

자연스럽게 확장된 곳입니다. 2018 회계연도 예산(Fiscal Year 2018 budget)에 뉴욕주는 

뉴욕주 소재 세계적 수준의 생명 과학 연구 클러스터(life science research cluster)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더불어 이 연구를 상업화하여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는 주정부의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62,000만 달러 규모의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 다각적인 사업에는 엑셀시어 일자리 프로그램 세금 공제(Excelsior Jobs Program Tax 

Credit) 대상을 생명 과학 산업으로 확장하기 위한 지원금 1억 달러, 생명 과학 연구 및 

개발 환급 가능한 세금 공제 프로그램(life sciences research and development 

refundable tax credit program)을 위한 지원금 1억 달러, 습식 연구실 및 혁신 공간의 

개발 지원을 위한 주정부 자본 보조금을 포함하여 민간 부문으로부터 최소 1억 달러의 

추가 매치 펀딩을 이용하여 유치한 초기 단계의 생명 과학 회사들에 대한 운영 지원 및 

투자 자본에 대한 다른 형태의 투자금 32,000만 달러 등이 포함됩니다. 

 

에트나(Aetna)의 Mark T. Bertolini 회장 겸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시는 

지식 경제의 중심 지역이자 혁신의 원동력으로 우리의 지속적인 변화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저희 신규 사무소의 많은 역할은 이 지역의 폭 넓은 인재 그룹의 

혁신가들로 채워질 것입니다. 이 인재 그룹은 향후 이 도시에 추가 투자를 고려할 때 매우 

유용한 자원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과정 전체를 통해 Cuomo 주지사님과 주지사님의 

팀이 협력해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ESD)의 Howard Zemsky 

사장 겸 최고경영자 및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으로 이전하기로 한 

에트나(Aetna)의 결정은 우리의 경제 발전 전략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여 줄 

뿐만 아니라 기업이 번성하여 우리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이상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최신 증거입니다.” 

 

Brad Hoylman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트나(Aetna)가 기업의 세계 

본사를 첼시로 이전하는 일은 이곳에 250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뉴욕을 보험 업계의 

선도적인 본거지로 확실히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에트나(Aetna)가 단행한 이 중요한 

신규 투자를 확보하기 위해 애써주신 Cuomo 주지사님과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SD)에 찬사를 보냅니다.” 

 

Deborah J. Glick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력하고 다양한 인력의 

본거지인 로어 맨해튼은 에트나(Aetna)의 본사와 250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환영하게 

되어 대단히 기뻐하고 있습니다. 로어 맨해튼에 포춘 50 대 건강 보험 회사(Fortune 50 

health company)의 본사를 설립하는 일은 뉴욕 전 지역에서 늘상 있는 기업들의 성장과 



진보의 한 사례입니다. 저는 기업들과 일자리를 엠파이어 스테이트로 유치하여 계속 

유지하기 위한 주지사님과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SD)의 변함없는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이 기업이 뉴욕에서 바로 이곳에서 앞으로 많은 해 동안 성공하기를 

기원합니다.” 

 

맨해튼 자치구의 Gale A. Brewer 자치구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맨해튼은 비즈니스 

및 건강 보험을 위한 세계의 수도이며 에트나(Aetna)에게 잘 맞는 보금자리입니다. 저는 

이렇게 본사를 옮기는 일이 기존 일자리를 이전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에트나(Aetna)가 맨해튼으로 옮길 경우 

새로운 파트너십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의회의 Corey Johnson 시의회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맨해튼에 본사를 

설립하겠다는 에트나(Aetna)의 결정은 뉴욕시가 최고의 기업과 가장 현명한 기업을 

유치하고 잇는 글로벌 리더임을 입증합니다. 뉴욕주 정부 각 부처의 제 동료들과 함께 

협력하여 저희는 첼시 바로 이곳에 이 포춘 50 대 건강 보험 회사(Fortune 50 health 

company)를 위한 미래를 성공적으로 확보했습니다. 저는 뉴욕시와 뉴욕주 전 지역에서 

경쟁력을 갖춘 다양한 경제를 육성하겠다는 주지사님의 공약에 대해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뉴욕은 미국을 선도하는 첨단 기술과 혁신의 중심 지역으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2017년 1월, 스포티파이(Spotify)는 포 월드 트레이드 센터(4 World Trade Center)에 

자사의 미국 본사를 설립하여 1,000 개가 넘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낼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작년에 스냅챗(Snapchat)은 맨해튼에서 40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118개의 일자리를 유지하는 대신에 성과 기반의 엑셀시어 일자리 프로그램(Excelsior 

Jobs Program)의 환급가능한 세금 공제를 받기로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SD)와 

합의했습니다. 또한, 2016년에는 디자이너 아이웨어 메이커인 와비 파커(Warby 

Parker)는 새로운 록랜드 카운티 옵티컬 연구소(Rockland County optical lab)에서 

128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뉴욕시에서 250개 이상의 일자리를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SD)의 지원 덕분에, 지난 몇 년 만에 이 

회사들과 다른 회사들은 뉴욕주에서 수천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에트나(Aetna) 소개 

에트나(Aetna)는 건강 보험에 관한 정보로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와 

자원을 통해 약 4,490만 명의 사람들에게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건강 보험 

상품을 취급하고 있는 미국 최고의 건강 보험 회사입니다. 에트나(Aetna)는 다음과 같은 

다양하고 전통적이며 자발적이고 고객에게 중심을 둔 건강 보험 제품 및 그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의료, 약국, 치과, 행동 건강, 그룹 생활 및 장애 계획, 의료 관리 

능력, 메디케이드(Medicaid) 건강 보험 관리 서비스, 노동자 보상 행정 서비스, 건강 정보 

기술 제품 및 관련 서비스. 에트나(Aetna)의 고객에는 고용주 그룹, 개인, 대학생, 



파트타임 및 시간제 노동자, 건강 보험, 건강 보험 제공자, 정부 기관, 정부의 후원 계획, 

노동 단체, 국외 거주자 등이 포함됩니다. 보다 상세한 정보는 www.aetna.com를 

참조하시고 @AetnaNews를 통해 에트나(Aetna)가 어떻게 보다 건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돕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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