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년 11월 2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언스트 앤 영(ERNST & YOUNG, EY)이 원 맨해튼 웨스트(ONE 

MANHATTAN WEST) 타워에 설립할 새로운 미국 본사에서 1,000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발표  

  

뉴욕에서 주요 '빅 4'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60만 평방 피트 규모의 새로운 본사  

  

  

Cuomo 주지사는 오늘, 세계에서 가장 큰 전문 서비스 회사 중 하나인 언스트 앤 영 

유한책임회사(Ernst & Young LLP)가 원 맨해튼 웨스트(One Manhattan West) 타워에 

새로운 미국 본사를 설립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확장으로 향후 7 년 동안 최대 

1,152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에 미국 본사를 배치하기로 한 

언스트 앤 영(Ernst & Young)의 결정은 우리의 다양한 재능, 번창하는 경제, 비교할 수 

없는 기회들이 우리를 세계의 경제적인 수도로 만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기업들을 유치하고 유지하기 위한 우리의 투자는 고임금 일자리를 만들고 

있으며, 우리의 경제를 강화하여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새로운 투자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언스트 앤 영(EY)은 맨해튼 서쪽에 건설 중인 67 층, 210만 평방 피트 규모의 오피스 

타워인 원 맨해튼 웨스트(One Manhattan West) 타워의 17 층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언스트 앤 영(EY)은 7 년 동안 1,152 개의 일자리를 만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언스트 앤 

영(EY)이 뉴욕주로 사업을 확장하는 데 힘을 실어주기 위해,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는 엑셀시어 일자리 프로그램(Excelsior Jobs 

Program)을 통해 최대 1,200만 달러의 실적 기준 세금 공제 혜택을 제안했습니다.  

  

언스트 앤 영(EY)의 노스이스트 지역 관리 파트너인 Richard M. Jeanneret 부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스트 앤 영(EY)은 트라이 스테이트 지역(Tri-State region)의 저희 

고객 및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성장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이 도시 

최고의 교통 요충지 중 한 곳으로 압도적인 최첨단 환경을 자랑하는 원 맨해튼 

웨스트(One Manhattan West) 타워와의 오늘의 계약을 통해 언스트 앤 영(EY)은 당사가 



 

 

주력하고 있는 사업의 모든 측면에서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뉴욕 지역 및 전 세계의 저희 

고객 및 직원들에 대한 언스트 앤 영(EY)의 공약을 통해 당사는 지속적으로 최첨단 

비즈니스에 주력하면서 사세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편리한 위치와 연결성 및 기술에 

초점을 맞춘 원 맨해튼 웨스트(One Manhattan West) 타워는 호보켄에 위치한 두 곳의 

새로운 언스트 앤 영 웨이브스페이스 로케이션(EY wavespace location) 및 신규 

사무실과 학습 센터 등이 포함된 당사의 메트로 뉴욕 거점에 추가되는 훌륭한 

장소입니다. 당사는 저희 고객이 이 혁신적인 시대를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언스트 앤 영(EY)의 능력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끊임없이 모색하고 있습니다.”  

  

언스트 앤 영(EY)의 조직은 보증, 세금, 거래, 자문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언스트 앤 영(EY) 글로벌 네트워크의 경우, 전 세계 150 개국 

700 개 이상의 사무소에서 25만 명이 넘는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언스트 앤 

영(EY)은 포츈 지(FORTUNE)의 100 대 최고의 직장(100 Best Companies to Work 

For)에 지난 19 년 연속 선정되었고, 지난 20 년 동안 워킹 마더 지(Working Mother)의 

100 대 최우수 기업 리스트(100 Best Companies list)에 올랐으며, 다이버시티잉크 

지(DiversityInc.)의 2017 년 다양성을 존중하는 최고의 기업(2017 Top Company for 

Diversity)에 선정되었습니다.  

  

원 맨해튼 웨스트(One Manhattan West) 타워로의 언스트 앤 영(EY)의 이전은 유니언 

스퀘어(Union Square)와 첼시에 있는 두 개의 성장 및 혁신 

“웨이브스페이스(wavespace)” 센터들이 있는 맨해튼 거점의 확장을 보완하게 됩니다. 이 

센터는 학문, 경험, 산업 분야 전반의 비즈니스 혁신과 혁신적인 사고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센터들은 인공 지능,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블록 체인, 데이터 분석, 

디지털, 고객 경험, 언스트 앤 영(EY)의 깊은 산업 영역 및 규제 경험을 통한 사이버 

보안과 같은 분야에서의 언스트 앤 영(EY)의 깊은 경험과 결합된 공유 방법론 및 

플랫폼을 특징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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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ard Zemsky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숙련되고 다양한 인력, 21 세기 

인프라에 대한 우리의 투자, 사업 성장, 성공, 일자리 만들기 등을 돕기 위해 설계된 

우리의 경제 개발 전략 덕분에 글로벌 기업들이 뉴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언스트 앤 

영(EY)은 뉴욕에서 오랜 기간 사업을 지속해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그러한 추진력을 지켜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Jerrold Nadler 연방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언스트 앤 영 

유한책임회사(Ernst & Young LLP)가 기업, 문화, 주민 편의 등 여러 면에서 성장하고 

있는 맨해튼 서쪽의 허드슨 야드에서 뉴욕시의 최신 사무소 개발을 통해 1,152 개의 

일자리를 추가하고 새로운 미국 본사를 설립하기로 결정한 것은 좋은 뉴스입니다. 이 

거래를 실현시키기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Cuomo 주지사님과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에게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뉴욕에 대한 

지속적인 공약에 대해 언스트 앤 영(EY)에게도 감사드립니다.”  

  

Brad Hoylman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스트 앤 영(Ernst & Young)이 

원 맨해튼 웨스트(One Manhattan West) 타워를 새로운 본사로 삼고 그 과정에서 1,000 

개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우리의 홈그라운드에 언스트 앤 

영(EY)과 같은 글로벌 산업계의 리더를 유치하게 되어 뉴욕시의 활기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특히 맨해튼의 서쪽 지역이 부흥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뉴욕 

주민들에게 가늠할 수 없는 혜택이 돌아가는 경제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주지사님의 

지속적인 리더십에 대해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Marisol Alcantara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스트 앤 영(Ernst & 

Young)이 새로운 미국 본사의 장소로 우리의 위대한 도시를 선정했다는 사실을 듣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뉴욕시에 1,000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유치하게 되어 우리 지역 

경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금융 산업이 활기를 띠게 될 것입니다.”  

  

Richard N. Gottfried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시에 새로운 미국 

본사를 설립하기로 결정한 언스트 앤 영(Ernst & Young)에게 축하의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맨해튼의 웨스트 사이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언스트 앤 영(Ernst & Young)은 

뉴욕시가 세계 금융의 중심지이자 거주하면서 일하기 좋은 곳이라는 뉴욕시의 역동적인 

역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의회(New York City Council)의 Corey Johnson 시의회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맨해튼의 웨스트 사이드는 뉴욕시 주민들을 위한 훌륭한 일자리를 계속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보아온 고용 기회의 증가는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스트 앤 영(Ernst & Young) 본사가 이러한 추세에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을 실현시켜서 언스트 앤 영(Ernst & Young)을 우리 지역사회에서 

공개적으로 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점에 대해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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