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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의 

회장 및 최고 경영자로 ERIC GERTLER 임명  

  

현재 미국 뉴스 & 월드 리포트(U.S. News & World Report)의 회장직을 맡고 있는 

Gertler, 오는 9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의 회장 및 최고 경영자로 취임할 예정  

  

Howard Zemsky, 최고 경영자직에서 물러나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의 위원회 

의장직 맡을 예정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Eric Gertler를 뉴욕주의 주요 경제 개발 기관인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ESD)의 회장 및 최고 경영자로 

임명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미국 뉴스 & 월드 리포트(U.S. News & World Report)의 

회장을 맡고 있는 Gertler는 지난 2018년 6월 이후로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SD)에서 근무해왔으며, 오는 2019년 9월 3일부터 새 직위를 맡을 

예정입니다. 그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 위원회(ESD Board)의 의장직을 계속해서 

맡을 예정인 Howard Zemsky의 후임자로 임명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Eric은 수십 년간의 비즈니스, 미디어, 정부 등 

전반을 아우르는 경험을 지닌 자로서 주요 경제 개발 및 관광 기관 운영에 있어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적합한 혁신적인 리더입니다. Howard가 행정부의 지역 중심 경제 

개발 전략을 감독하고 특히 버펄로 경제를 회복시키고 젊은이를 주 북부 지역으로 다시 

모으는 등의 성과로 성공적으로 임기를 마치고 위원회 의장직을 계속해서 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노고 덕분에 뉴욕 경제는 더욱 개선되었고, 앞으로 두 훌륭한 지도자는 

뉴욕주 전역의 미래 성장에 굉장한 영향력을 미칠 것입니다."  

  

Eric Gertler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의 신임 회장 및 

최고 경영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를 신뢰해주셔서 뉴욕주와 시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뉴욕주의 경제적 잠재력에 

무한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한 역동적인 경제를 더욱 강화하는 

부분에서 Cuomo 주지사님을 지지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비즈니스 투자 유치, 새로운 

산업 촉진, 기존 사회 기반 시설 강화 및 노동력 개발 투자를 지속하면서 우리는 뉴욕주의 

유산을 기반으로 하여 미국의 가장 결정적인 경제 엔진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Howard Zemsky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Eric과 위원회 의원으로 긴밀하게 일해왔고 그가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SD)의 중대한 일을 이끌 수 있는 적임자라는 점을 확신합니다. 그의 

경험과 통찰력 그리고 뉴욕과 비즈니스 커뮤니티 모두에 관한 그의 이해도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SD)에서의 업무와 뉴욕주에도 크나큰 이익이 될 것입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위원회 의장으로 계속 일하며 

Eric과의 생산적인 파트너십을 기대합니다."  

  

Gertler는 미국의 주요 뉴스 당국인 미국 뉴스 & 월드 리포트의 회장직을 맡을 뿐만 

아니라 뉴욕에 본사를 둔 다중 전략 투자 펀드사 율리시스 벤처(Ulysses Ventures)도 

감독해왔습니다. 이전에 그는 뉴욕시 경제 개발 공사(New York City Economic 

Development Corporation)의 부사장으로 근무했으며, 100개 이상의 계획을 감독하고 

지역 경제에 대한 수억 달러의 도시 투자금을 관리함으로써 경제 개발 촉진을 책임지며 

여러 시장 행정부 아래에서 경제 혁신 센터(Center for Economic Transformation)의 

상무이사로 근무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계획 중 Gertler는 뉴욕시에 생명 과학 산업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해 1억 5,000만 달러의 생명 과학 기금과 관련 프로그램을 

관리했으며, 뉴욕시의 기술 플랫폼인 디지털 뉴욕시(digital.nyc) 개발을 감독하고 

빅앱스(BigApps) 시민 경연 대회를 확대했습니다.  

  

출판 작가이기도 한 Gertler는 도시 및 뉴욕주 여러 사안, 노동력 개발, 사회 기반 시설 

투자, 기술 발전, 기업가 정신 그리고 혁신 등 경제 개발 우선순위 및 주요 정책 이슈에 

관한 여러 주제로 폭넓게 집필하고 연설했습니다. 그는 주커먼 연구소(Zuckerman 

Institute)와 주커먼 가족 재단(Zuckerman Family Foundation)의 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컬럼비아 대학교(Columbia University)의 주커먼 생각, 뇌 및 행동 연구소(Zuckerman 

Mind Brain and Behavior Institute)의 위원회 회원입니다. 그는 테크니온 - 이스라엘 

공과대학(Technion - Israel Institute of Technology), 텔아비브 대학(Tel Aviv University) 

그리고 바이츠만 과학 연구소(Weizmann Institute of Science)의 이사회에 속해 

있습니다. Gertler는 젊은 경영인 협회(Young Presidents' Organization)의 회원이고, 뉴욕 

메트로 챕터(New York Metro chapter)의 전 회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는 미국 - 

이스라엘 우호 연맹(American-Israel Friendship League)의 회장이기도 합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Gertler는 뉴욕 데일리 뉴스(New York Daily News)의 공동 

회장이자 공동 발행인으로 일했습니다. 그는 스캐든 압스 슬레이트 미거 앤 

플람(Skadden, Arps, Slate, Meagher & Flom)에서 변호사로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브라운 대학(Brown University) 졸업생인 Gertler는 파리 대학(University of Paris)의 

소르본(Sorbonne)과 파리 정치 대학(Institut D'Etudes Politiques)에서 학위를 받았으며, 

아메리칸 대학(American University)에서 법을 전공하고 이 대학에서 법대 리뷰(Law 

Review)의 편집장으로 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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