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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지도자들, 아마존이 롱아일랜드 시티에 새 본사를 설립한다는 발표에 찬사를 보내  

  

  

오늘 오전, Andrew M. Cuomo 주지사와 Bill de Blasio 시장은 아마존이 퀸즈의 

롱아일랜드 시티에 새로운 본사를 설립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결정은 수십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위해 북미 전 지역의 238 개 도시가 경쟁한 결과 종합적인 1 년 

동안의 선정 과정을 거쳐 나왔습니다.  

  

2019 년에 아마존(Amazon)은 향후 10 년 동안 롱아일랜드 시의 워터프론트에 400 만 

평방 피트의 상업 공간을 건설하면서 원 코트 스퀘어(One Court Square)에서 최대 50 만 

평방피트를 점유하게 됩니다. 또한, 향후 15 년 동안 최대 800 만 평방피트까지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아마존(Amazon)은 36 억 달러의 총 투자를 통해, 2029 년까지 

뉴욕주의 다양하고 유능한 인력을 고용하는 25,000 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며, 2034 년까지 평균 연봉 15 만 달러 이상의 일자리를 최대 4 만 개까지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 공사는 2033 년까지 매년 평균 1,300 개의 건설직 일자리를 직접 창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반적으로 본 프로젝트는 직간접 일자리를 총 107,000 개 이상 

창출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아울러, 향후 25 년 동안 새로운 주정부 조세 수입 140 억 

달러 이상, 시정부 조세 수입 순이익으로 135 억 달러를 거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프로젝트는 9:1 의 투자 수익률을 제공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harles E. Schumer 미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제 사다리의 모든 단계에 

있어 뉴욕 주민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뉴욕주에 아마존(Amazon)과 같은 

회사를 유치하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소득 수준의 뉴욕 주민들을 지원할 좋은 

기회이지만, 아마존(Amazon)이 이전할 이웃 지역에 이에 상응하는 인프라 및 주택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아마존(Amazon) 본사 이전 시 지역사회 주민을 꼭 

고용해야만 합니다.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뉴욕시와 주정부에 

박수를 보냅니다. de Blasio 시장님, Governor Cuomo 주지사님 및 아마존 (Amazon)과 

협력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d-mayor-de-blasio-announce-amazon-selects-long-island-city-new-corporate


 

 

  

Yvette Clarke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본사를 뉴욕시에 설립하겠다는 

아마존(Amazon)의 이번 결정은 뉴욕주 기술 분야의 강점을 잘 보여줍니다. 미국에서 

가장 폭넓은 다양성을 갖춘 대도시인 뉴욕에서 이번 투자가 기술 분야에서의 인종, 민족 

및 성별 다양성을 촉진하기를 고대합니다. 신규 본사 설립 결정과 NYCHA 및 공공 

인프라 투자 결정이 함께 이루어진 것 또한 매우 고무적입니다. 모든 뉴욕 주민들이 

경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 신규 본사 

설립이 그 목표를 향한 중요한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Adriano Espaillat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시에 아마존(Amazon) 신규 

본사를 설립하게 된 것을 환영합니다. 뉴욕주는 지역사회에서 일하고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뉴욕주 경제 발전을 계속해서 지원할 최고의 기술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본사 2(Amazon HQ2)를 현실로 만들어 주신 Cuomo 주지사님, de 

Blasio 시장님, 롱아일랜드 시 및 지역사회의 모든 분들께 찬사를 보냅니다. 주지사님과 

시장님께서 지방 및 주정부 선출직 공무원과 협업하여 지속 가능한 민관 파트너십을 

보장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종합적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로 인해 현 

주민과 미래 세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퀸즈의 롱아일랜드 시에 신규 본사를 

설립하기로 한 아마존(Amazon)의 결정은 뉴욕주 역사상 가장 큰 경제 개발 

프로젝트이며 뉴욕주는 기업에 개방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아마존(Amazon)의 고임금 신규 일자리 수만 개와 수십억 달러 투자는 게임의 판도를 

바꾸며, 뉴욕주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아마존(Amazon)은 주정부 및 

뉴욕시와 파트너십을 맺음으로써 인력 계발 프로그램 및 인프라 개선에도 투자하여 

미래의 성공을 보장받게 될 것입니다.”  

  

Melinda Katz 퀸즈 자치구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의 신흥 기술 허브인 

롱아일랜드 시는 아마존(Amazon)을 위해 준비된 곳이라 하겠습니다. Cuomo 

주지사님께서 수년 전 기금을 지원해 주신 기술 계획을 시범 운영해 본 경험을 감안할 때, 

아마존(Amazon)은 시기 적절하게 본 자치구에 본사를 설립하게 된 셈입니다. 이와 

더불어 de Blasio 시장님의 1 억 8,000 만 달러 규모 학교, 교통수단 및 공공 장소 신규 

인프라 개발 투자 계획이 몇 주 전 발표되었습니다.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유기적 성장력, 

풍부한 현지 인재풀 및 고유한 세계적 자산을 갖춘 퀸즈는 근로자들이 거주할 수 있고, 

아이디어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며 사업이 번창할 수 있는 역동적인 다목적 지역사회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기업은 뉴욕주가 노동조합의 도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와 주정부가 노동조합, 인프라 및 역량 문제를 비롯한 모든 현안을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Luis Sepulveda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존(Amazon)의 신규 본사 건설로 

인해 도시로 유입되는 주요 일자리뿐 아니라, 지역사회 성장에 필요한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인프라 개발을 실시하려는 공동의 노력을 목도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브롱크스의 모든 주요 기업들 또한 환영합니다!”  

  

Catherine Nolan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롱아일랜드 시는 지난 세기 현대적 

도시가 들어선 이래로 뉴욕시의 심장부였습니다. 이번 발표로 우리 지역사회는 

뉴욕주에서 가장 성공적인 복합 용도 지구로서의 입지를 다시 한번 다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유능한 새 주민과 기존 주민, 숙련된 예술가, 장인, 활동가, 발명가 및 이상주의자 

모두가 LIC 를 본진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전 세계와 뉴욕주의 뒷마당, 공공 

주택에서 모여듭니다. 뉴욕시가 모든 이들이 성공하고 자신과 가족을 위해 훌륭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자원, 의지 및 추진력을 지니고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 모두는 뉴욕주를 탁월함, 형평성 및 자유를 상징하는 곳이라 믿습니다. 퀸즈 

롱아일랜드 시는 이들의 꿈을 실현하는 곳이며, 본 프로젝트는 찬란한 미래를 향한 또 

다른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번 노력이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경제 개발 위원회 의장 Paul Vallone 시의회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존(Amazon)이 퀸즈의 뒷마당에 새 본사를 설립하는 것은 모든 뉴욕 주민들에게 한 

세대에 한 번뿐인 승리라 하겠습니다. 성공을 위한 사다리와 함께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하고 학교 및 현지 단체와 파트너십을 구축함으로써, 자치구 주민 수천 명의 삶이 

개선될 것입니다. 아마존(Amazon)이 신규 본사를 세울 도시를 둘러본 후, 퀸즈 만큼 

다양성과 역동성을 지닌 곳이 없다고 인정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기술 위원회 의장 Peter Koo 시의회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퀸즈에서는 항상 새로운 

기술 고용 기회를 환영하지만 아마존의 HQ2 가 인프라에 투자하면서 지역 주민과 

영세업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회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 신규 본사 

개발이 퀸즈와 현재 주민을 염두에 두고 진행되는지 면밀히 관찰할 것입니다.” 

  

Robert Cornegy 시의회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뉴욕 주민들에게 

엄청난 경제적 기회를 약속합니다. 특히 M/WBE 하청업자에게 상당한 이익이 되는 조달 

계약을 따낼 기회를 제공하고, 인근 퀸즈브리지 주택단지(Queensbridge Houses) 

주민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의 도시로서, 모든 뉴욕 주민들이 신규 

본사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아마존(Amazon)의 약속을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Mathieu Eugene 시의회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의 근면한 주민들을 

대신하여 아마존(Amazon)의 신규 본사를 롱아일랜드 시에 유치할 수 있도록 헌신해 

주신 De Blasio 시장님과 Cuomo 주지사님께 찬사를 보냅니다. 이는 도시의 인프라에 

있어 상당한 투자라 하겠습니다. 해당 투자에는 일자리 창출, 인력 교육 프로그램, 

지역사회 개발 이니셔티브, 학교 시스템 확장, 공공 공간 관련 공약이 포함됩니다. 퀸즈에 

아마존(Amazon) 신규 본사를 유치하여 차세대 뉴욕 주민들에게 보다 튼실한 경제적 



 

 

기반을 제공하고, 기술 산업의 선두 주자로서의 롱아일랜드 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것입니다.” 

  

나소 카운티의 Laura Curran 카운티 행정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소 카운티는 

뉴욕시 메트로 지구에 본사를 설립하는 아마존(Amazon)을 환영하게 되어 기쁩니다. 

고도로 숙련된 인력, 롱아일랜드 시로 통하는 훌륭한 대중 교통 시스템, 대중교통 중심 

주택의 증가로 우리 시는 아마존 HQ2 의 성공의 일부가 될 준비가 되었습니다. 향후 몇 

개월 동안 Cuomo 주지사님은 롱아일랜드 철도 3 번 선로에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향후 

신규 본사에 보다 확장된 대중 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나소 카운티는 LIRR 을 

통해 아마존(Amazon) 직원의 통근 시간을 줄이고, 신규 주택을 수백 가구를 단계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기대하던 전 지역의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되기를 고대합니다.”  

  

그레이터 뉴욕 건축 건설업 협의회(Building and Construction Trades Council of 

Greater New York) Gary LaBarbera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존(Amazon)이 

위대한 우리 시와 뉴욕주에 이러한 약속을 해 준 것은 무척 고무적인 일입니다. 

아마존(Amazon)과 지역사회가 긴밀히 협력하여 훌륭한 복지 혜택을 갖춘 고품질 중산층 

건설직과 고품질 정규직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고대합니다.”  

  

뉴욕주 건설 협회(New York Building Congress) Carlo A. Scissura 의장 겸 CEO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존(Amazon)이 HQ2 가 들어설 곳을 찾고 있다고 발표했을 때, 

모든 뉴욕 주민들은 여기가 바로 그곳이여야 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퀸즈야 말로 

아마존(Amazon) 본사를 위한 완벽한 장소입니다. 아마존(Amazon)은 뉴욕주 경제 

발전에 엄청난 힘을 불어 넣을 것이며, 기술에서 건축까지 수많은 산업을 촉진할 

것입니다. 뉴욕주 건설 협회(New York Building Congress)와 위원들은 아마존(Amazon) 

및 EDC 와 협력하여 고무적인 벤처 사업과 인프라 개선 작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John H. Banks REBNY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롱아일랜드 시에 

아마존(Amazon)이 신규 본사를 건립하기로 한 것은 엄청난 승리이며, 뉴욕주가 기술 

분야의 글로벌 리더임을 확인시켜 줍니다. 아마존(Amazon)이 맨해튼 외부 자치구를 

선택한다는 사실은 5 개 자치구 전역의 경제를 다양화하기 위한 시 및 주정부 장기 경제 

개발 전략이 정점에 달했음을 의미합니다. Cuomo 주지사님, de Blasio 시장님, Patchett 

뉴욕시 경제 개발 총재님, 이번 일이 현실이 되도록 노력해 주신 모든 팀원분들께 축하를 

전합니다.”  

  

Michael Corbat Citi CEO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30 년 전 퀸즈에서 건설된 가장 높은 

빌딩인 Citi 는 롱아일랜드 시를 상징하는 타워로 변모하였습니다. 그 후로 수천 명의 동료 

직원들이 이웃 조직의 일원이 되었으며, 오늘날의 활기차고 붐비는 지역사회로 변화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회사와 그 요구는 변했지만, 지역에 대한 

감사와 애정은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트라이베카의 글로벌 본사에 직원들을 통합시킨 



 

 

것처럼, 당사는 여전히 롱아일랜드 시에서 상당한 입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마존(Amazon)에게 뉴욕과 롱아일랜드 시가 중요하다면,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당사의 역할을 수행하고 싶습니다. 원 코트 스퀘어(One Court Square)의 일부 특정 층을 

미리 비우고 롱아일랜드 시 및 트라이베카 본사를 포함하여 현재 근무 중인 동료 약 

1,100 명을 대체 사무실로 이전시켰습니다. 206 년 전 창업한 이래 여기 뉴욕주에 기반을 

둔 회사로서, 뉴욕주의 멋진 도시에 입정한 아마존(Amazon)을 환영하는 것만큼 행복한 

일은 없을 겁니다.”  

  

더 나은 뉴욕을 위한 협회(Association for A Better New York) Steven Rubinstein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트강에 아마존 신규 본사를 유치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뉴욕을 특별하게 만들고 또 만들어 나가는 노력에서 파생한 산물입니다. 

넓고도 다양한 인재풀을 기용할 수 있는 뉴욕보다 더 좋은 도시는 없을 것입니다.”  

  

퀸즈 상공회의소(Queens Chamber of Commerce) Thomas J. Grech 의장 겸 CEO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퀸즈 카운티에서 가장 큰 비즈니스 협회인 퀸즈 상공회의소(Queens 

Chamber of Commerce)는 롱아일랜드 시에 HQ2 를 건립함에 따라 아마존(Amazon), 

기타 조직 및 선출직 공무원들과 함께 일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성장하는 사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할 수 있는 기존 현지 파트너 네트워크가 잘 발달되어 있는 퀸즈는 

삶을 누리고, 일하고 즐기기에 좋은 곳입니다. 퀸즈 전역의 기관은 아마존(Amazon)이 

창출한 일자리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퀸즈 상공회의소는 전체 비즈니스 지역사회가 

성장하고 번영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Brause Realty LIC BID 의장 겸 대표 David Brause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LIC 의 장기 

부동산 소유주로서 성장하고 번영하는 이 지역에 들어서게 될 아마존(Amazon)을 

환영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아마존(Amazon)은 퀸즈 플라자(Queens Plaza) 

건물에 본사를 둔 제트 블루 항공(JetBlue Airways)과 같이 혁신을 선도하는 기업에 

합류하게 됩니다. 롱아일랜드 시의 뛰어난 위치, 놀랍도록 편리한 교통수단, 세계적 

수준의 문화회관, 훌륭한 다목적 지역사회는 아마존(Amazon) 직원에게 집이라 부를 

만한 완벽한 공간을 제공할 것입니다.”  

  

Plaxall 의 Paula Kirby Tony Pfohl, Matthew Quigley 전무이사와 Jonathan Drescher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부께서 70 년 전 Anable Basin 에 Plaxall 을 창업한 이후로 

저희 가족은 생산성, 혁신 및 예술적 창의성의 중심지로서의 롱아일랜드 시를 믿어 

왔습니다. 지역 주민, 기업, 기관들과 협력해 온 수십 년 동안 축적한 정보를 통해, 우리는 

생산성과 삶의 질이라는 정신을 중심으로 애너블 베이슨(Anable Basin)을 위한 비전을 

개발했습니다. 이 비전은 간단한 제조업을 유지하면서 또한 오랜 기간 폐쇄되어 온 

워터프론트를 대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전을 공유하는 

아마존(Amazon)과 제휴관계를 맺게 되어 대단히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는 이 회사가 

시애틀에서 주변 지역사회와 통합시키기 위해 회사 시설과 직원을 어떻게 개발하는지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아마존(Amazon)은 유사한 비전을 여기에서도 실행할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롱아일랜드시의 특성을 존중하여 여기에서 70 년 

전에 우리 할아버지인 Louis Pfohl 이 추진하고 그의 자녀들인 Ann, Jim, Lynn 등이 

발전시켰던 비전과 같은 혁신과 생산성 비전에 충실한 애너블 베이슨(Anable Basin)을 

위한 계획에 대해 가족으로서 아마존(Amazon)과 긴밀히 협력할 수 있다는 것은 

의미있는 일입니다. 플랙솔(Plaxall)은 아마존(Amazon) 롱아일랜드시에 자리 잡게 된 

것을 환영하며, 앞으로 계획이 진행됨에 따라 애너블 베이슨(Anable Basin)에 관한 

지역사회와의 토론을 오래 지속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퀸즈브리지 세입자 협회(Queensbridge Tenants Association)의 April Simpson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롱아일랜드시의 퀸즈브리지 

하우지스(Queensbridge Houses) 주민은 롱아일랜드시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일자리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고임금 일자리를 잡기 위해 맨해튼과 퀸즈 및 브루클린의 다른 

지역으로 통근해야만 했습니다. 아마존(Amazon)의 두 번째 본사(HQ2) 발표는 

롱아일랜드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 가능성 때문에 흥분되는 

소식이지만, 우리는 또한 퀸즈브리지 하우지스(Queensbridge Houses)의 주민이 인력 

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이러한 일자리 및 교육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100 퍼센트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야 합니다. 미래의 일자리 수천 개를 만들기 위한 인력 개발 

프로그램은 아마존(Amazon)과의 제휴관계를 통해 만들어집니다. 여전히 수행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퀸즈브리지(Queensbridge) 주민에게 가장 유익하고 

반드시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아마존(Amazon), 시정부, 주정부의 

대표들과 협력하여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환영합니다.”  

  

롱아일랜드 시티 파트너십(Long Island City Partnership)의 Elizabeth Lusskin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존(Amazon)은 우리가 이미 자랑스럽게 여기는 가장 큰 사례인 

창의적이고 생산적이며 독창적인 회사, 주민, 지역사회 등을 반영합니다. 우리는 

아마존(Amazon)이 라구아디아 커뮤니티 칼리지(LaGuardia Community College)를 

비롯하여 엄청나게 다양한 주민과 학생들이 일자리를 잡아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 점에 대단히 기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해 주신 

Cuomo 주지사님과 de Blasio 시장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미래의 복합 용도 시설에 대해 신중하고 전체적으로 주의 깊게 

계획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 아마존(Amazon)과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롱아일랜드시 파트너십 위원회(LIC Partnership Board)의 위원장인 Gary Kesner 

실버컵 스튜디오스(Silvercup Studios)의 수석 부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일은 

롱아일랜드시 파트너십(LIC Partnership), 기업, 부동산 소유주, 교육 기관들이 협력하여 

롱아일랜드시의 최고 사례를 제시하기 위해 일구어 낸 협력의 결정체입니다. 

아마존(Amazon)의 존재는 우리의 상업, 주거, 문화 공동체가 성장하여 기술 혁신에 

참여할 수 있는 훌륭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현지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고용 기회의 

잠재력은 과거의 모든 비즈니스 개발 활동과 비교할 때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성사시킨 주정부 및 시정부 그리고 현명한 선택을 한 아마존(Amazon) 축하의 

말을 전합니다.”  

  

카우프만 아스토리아 스튜디오스(Kaufman Astoria Studios)의 Hal Rosenbluth 대표 

겸 최고 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존(Amazon)이 롱아일랜드시를 선택한 일은 

웨스턴 퀸즈가 제공하는 인재의 풍부함을 보여줍니다. 뉴욕은 최고로 우수한 인재를 

환영하는 곳으로 계속 인식될 것입니다.”  

  

퍼숫(Pursuit)의 Jukay Hsu 최고 경영자 겸 공동 창업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소득층 

성인을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되도록 교육을 시켜서 가족을 부양하는 기술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돕는 롱아일랜드시 기반의 사회 영향 단체인 퍼숫(Pursuit)은 저소득층 뉴욕시 

주민을 위한 인력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아마존(Amazon)의 두 번째 본사(HQ2) 대상 

지역에서 이 회사와 협력할 계획입니다. 저희는 현지의 우리 지역사회에 의미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두 번째 본사(HQ2) 대상 지역에서 아마존(Amazon)과 

제휴관계를 맺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퀸즈에서 번창하는 종합 기술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처음부터 우리 임무의 핵심이었습니다. 가장 수요가 많은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성인을 교육함으로써, 퍼숫(Pursuit)은 졸업생이 일류 회사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평균 연봉은 프로그램 예비 과정의 경우 18,000 

달러이며 프로그램 이후에는 85,000 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퍼숫(Pursuit)은 

블루칼라 창고 근로자들을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회사들이 다시 고용할 수 있도록 

재훈련시키기 위해, 블루 에이프런(Blue Apron) 및 매니지드 바이 큐(Managed by Q) 

등과 같은 회사들과 협력해 왔습니다. 지난 7 년 동안 퀸즈에서 이 작업을 수행해 온 

저희는 우리 지역사회의 수요와 기술 업계에서 늘어나고 있는 이 기회를 잡는 데 

부딪히는 장벽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존(Amazon)이 퀸즈에서 자리 잡게 됩니다. 

퍼숫(Pursuit)은 아마존(Amazon)이 퀸즈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약속을 의미 있게 실천하기 위해 아마존(Amazon), 뉴욕시, 뉴욕주 등과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버컵 스튜디오스(Silvercup Studios)의 Alan Suna 최고 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버컵 스튜디오스(Silvercup Studios)에서 일하는 저희는 지난 35 년 동안 저희가 

본거지로 삼은 롱아일랜드시의 가치를 아마존(Amazon)이 인정했다는 사실에 대단히 

기뻐하고 있습니다. 롱아일랜드시에는 아마존(Amazon)이 인재를 유치하여 향후 수 년 

동안 우리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문화, 복합 용도 시설, 교통, 주택, 다양한 

인구가 있습니다. 우리는 실버컵 스튜디오스(Silvercup Studios)와 함께 하는 창의적인 

“빌리지”이며, 보이스 테크놀로지스(Boyce Technologies)를 통해 기술을 선도하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라구아디아 커뮤니티 칼리지(LaGuardia Community College)의 

우리 파트너들과 함께 하는 교육에 강한 조직입니다. 아마존(Amazon)은 다른 곳에서 

수행해 왔던 것처럼 우리 지역사회에 투자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두와 워터프론트에서 

하루 24 시간 일주일 7 일 동안 연중 쉬는 날 없이 사람이 머물게 할 것입니다. 저희는 



 

 

향후 수십 년 동안 아마존(Amazon)이 이웃 겸 텔레비전 프로덕션의 지속적인 고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뉴욕 시립 대학교 이사회(CUNY Board of Trustees)의 William C. Thompson Jr. 

이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시립 대학교(City University of New York, CUNY)는 

아마존(Amazon)의 흥분되는 본사 확장에 앞장 선 파트너가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회사는 뉴욕시의 경제 및 고용 기회와 성장을 촉진하는 집단적 능력에 혁신적인 

변화를 불러 일으킬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뉴욕 시립 대학교(CUNY)는 미국에서 가장 큰 

도시 대학교 시스템입니다. 저희는 아마존(Amazon)이 인재, 아이디어, 혁신 등을 위한 

강력한 경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상당한 대학 자산을 투입할 것입니다.”  

  

뉴욕 시립 대학교(CUNY)의 Vita C. Rabinowitz 임시 명예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숙련된 졸업생들이 아마존(Amazon)의 새로운 일자리 4 만 개를 놓고 경쟁할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뉴욕 시립 대학교(CUNY)는 아마존(Amazon) 및 정부의 우리 파트너들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랜 기간 폭넓은 제휴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우리 

교수진, 직원, 학생들이 재능과 창의력을 발휘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라구아디아 커뮤니티 칼리지(LaGuardia Community College)의 Gail O. Mellow 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존(Amazon)이 교육의 중심지로 우리 대학이 자리 잡고 있는 

롱아일랜드시를 뉴욕시의 본사 대상지로 삼은 것은 대단히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의 

본거지에 아마존(Amazon)이 자리 잡는 것은 우리 학생들에게 혁신적인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술 프로그램을 매년 수강하는 3,500 명의 학생들에게는 더욱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수많은 우리 학생들이 미래의 아마존(Amazon) 직원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아마존(Amazon)과 파트너십을 맺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협력을 

기대합니다.”  

  

테크:뉴욕시(Tech:NYC) 단체의 Julie Samuels 사무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뉴욕에 아마존(Amazon)이 자리 잡는 것을 환영하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미래의 직원 

수천 명이 우리 도시와 함께 번영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재능있는 인력에서 혁신적인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사업 환경 조성에 헌신적인 지역 리더들에 이르기까지, 

아마존(Amazon)이 여기에서 자사의 영향력을 크게 확대하고 싶어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존(Amazon)의 결정은 향후 오랜 기간 뉴욕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기술 허브 중 하나인 뉴욕시의 위상을 확고히 

다지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앨리코프(AlleyCorp)의 Kevin Ryan 최고 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10 년간 

뉴욕시는 분야별로 인재와 회사들이 모이는 최고의 기술 중심지이자 국제적인 기술 

허브로 발전해 왔습니다. 아마존(Amazon)이 뉴욕시에 거주하는 주민의 산업, 인력, 경험, 

전문 지식의 다양성을 철전히 활용하기를 원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입니다. 두 번째 

본사(HQ2)에 필요한 기술 직종이 우리 도시의 지속적인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마존(Amazon)을 뉴욕에서 환영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유니온 스퀘어 벤처스(Union Square Ventures)의 파트너인 Fred Wilson 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시는 컴퓨터 과학 교육에 전례가 없는 투자를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Amazon)이 두 번째 본사(HQ2)의 문을 여기에서 열기로 선택함에 따라 그 투자는 

효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뉴욕의 기술 공동체는 아마존(Amazon)과 이 회사가 제공할 

수만 개의 일자리를 환영합니다. 모든 뉴욕 주민이 이 일자리를 잡는 데 필요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맨해튼 상공 회의소(Manhattan Chamber of Commerce)의 Jessica Walker 소장 겸 

최고 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존(Amazon)의 두 번째 본사는 세계 기술의 

중심지로서의 뉴욕시의 위상을 확고히 하면서, 여기에 위치한 중소 기업들이 이 

플랫폼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데 점진적으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상공 

회의소(Chamber)는 이 전례가 없는 기회가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보장하기 위해, 이 관계를 극대화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마존의 두 번째 본사(Amazon HQ2)를 위해 퀸즈의 우리 파트너들이 

환영할만한 성공적인 보금자리를 만들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우리는 다양하고 

접근하기 쉽게 조성된 거리와 고도로 숙련된 인력 덕분에 브루클린과 우리의 인접 

자치구가 사업에 적합한 장소라는 점을 계속 홍보할 예정입니다. BQX 경전철과 같은 

프로젝트는 브루클린과 퀸즈에서 번창하고 있는 해안을 따라 우리 지역의 인재와 경제를 

계속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번 조치 덕분에 뉴욕시 전 지역의 주민을 위한 

일자리가 만들어 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라고 브루클린 상공 회의소(Brooklyn Chamber 

of Commerce)의 Hector Batista 소장 겸 최고 경영자는 말했습니다.  

  

젯블루(JetBlue)의 Robin Hayes 최고 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을 본거지로 

삼은 항공사로서 우리는 롱아일랜드시에 자리 잡게 된 아마존(Amazon)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발표는 혁신과 비즈니스의 세계 최고 센터 중 한 곳인 뉴욕시의 위상을 

강화합니다. 우리는 롱아일랜드시가 무언가 특별하다는 것을 2010 년에 여기를 

젯블루(JetBlue)의 본거지로 선택할 때 알았습니다. 오늘 아마존(Amazon)이 내린 

결정으로 롱아일랜드시가 계속 성장해 나갈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이웃이 된 것을 

환영합니다!”  

  

RXR 리얼티(RXR Realty)의 Seth Pinsky 수석 부사장 겸 펀드 매니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1 세기 경제에서 성공으로 이르는 열쇠는 인재, 인재 그리고 또 

인재입니다. 아마존(Amazon)이 두 번째 본사(HQ2)를 정하는 경쟁에서 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롱아일랜드시는 민간 부문과 계속되는 시정부 및 주정부의 여러 해에 걸친 

현명한 투자 덕분에 복합적으로 엄청난 활용도가 있는 이 지역사회는 이 가장 소중한 

회사를 위한 시작 지점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공공 용지, 비교할 수 없는 대중 교통 



 

 

인프라, 세계적인 수준의 문화 기관, 엄청나게 다양한 인구, 번창하는 상업 및 산업 분야, 

루스벨트 아일랜드(Roosevelt Island)의 코넬-테크니온 캠퍼스(Cornell-Technion 

campus)에 이르는 접근성 등을 통해, 롱아일랜드시는 명백하게 이제 성공적인 생활, 

직장, 여가 공동체의 원형이 되었습니다.”  

  

리틀비츠(LittleBits)의 Ayah Bdeir 창업자 겸 최고 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리틀비츠(littleBits)에서 일하는 우리의 사명은 우리가 뉴욕에 자리잡은 이유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미래의 변화를 만들어 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힘을 줄어주고 싶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뉴욕을 사고, 배경, 산업의 

다양성을 위한 중심지로 선택했습니다. 뉴욕을 두 번째 본사(HQ2)로 선택한 

아마존(Amazon)이 이러한 다양성을 수용하여, 우리가 보다 공감할 수 있고 긍정적이며 

포괄적인 기술 산업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액셀레이터 어썸(Accelerator Awesome)의 John Lynn 공동 창업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존(Amazon)의 결정은 기술 자본으로서 역할을 하는 뉴욕시가 이미 

거둔 강력한 투자 패턴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생태계를 구성하는 

사람들에게는 뉴욕시 기술 분야 내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에 속도가 더해질 것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뉴욕시의 경우 이는 기술 경제로의 전환이 이제 완전한 상승 국면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재능을 갖춘 더 많은 개인과 그룹이 우리의 성장하는 혁신자 공동체에 

동참할 수 있도록 끌어들이는 강한 입지를 시정부가 구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증거입니다.”  

  

레이디 엠 컴팩션스(Lady M Confections)의 Alvarez Symonette 직원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롱아일랜드시에서 이 사업을 시작한 후, 재능 있고 다양한 인력의 

가용성, 우호적인 세제 지원, 모든 주요 교통 수단과의 근접성 등 덕분에 여기에 

머물겠다는 우리의 약속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롱아일랜드시는 모든 중소기업이 

원하는 안정성을 우리에게 제공해주었습니다. 여러 지원을 통해 저희는 커다란 꿈을 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도시 관료 계층의 벽을 뚫을 수 있었습니다. 롱아일랜드시에서 

저희 사업이 8 인 주방(맨해튼의 어퍼 이스트 사이드에 위치한 소규모의 고급 ‘케이크 

부티크’와 함께)으로부터 미국 및 아시아 전 지역에서 소매업 및 제조업 운영에 종사하는 

1,000 명이 넘는 직원을 보유한 고도로 다양한 글로벌 인력을 갖춘 사업으로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800 만 명의 잠재 고객을 추가할 경우, 어떤 사업이라도 

성장시킬 수 있는 완벽한 방법입니다. 저희는 이 멋진 지역사회를 선택한 

아마존(Amazon)의 이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디지탈 네이티브스 그룹(Digital Natives Group)의 파트너인 Ben Guttman 공동 

창업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에 비추어 볼 때 아마존(Amazon)의 

성공은 낙관적입니다. 롱아일랜드시는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놀라운 장소입니다. 

저는 이 회사가 우리 지역의 지역사회에 깊이 참여하여 시민 의식이 강한 비즈니스 

공동체에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합리적인 가격의 주택, 교통 개선, 공공 용지 등을 



 

 

지원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훌륭한 기업 시민이 되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기를 

희망합니다.”  

  

록로즈(Rockrose)의 Justin Elghanayan 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의 흡인력은 

전환점에 도달했습니다. 여기에서 살면서 일하는 것은 대단히 간단합니다. 

아마존(Amazon)은 코트 스퀘어(Court Square)에 활기찬 인력을 유치할 것입니다. 

여기에 보금자리를 꾸리게 될 아마존(Amazon) 팀을 환영합니다.”  

  

Civic Hall 의 Andrew Rasiej 창립자 겸 CEO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존(Amazon)은 

이미 빠르게 성장 중인 뉴욕시의 활발한 기술 생태계에 환영할 만한 사건입니다. Civic 

Hall 은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한 뉴욕 주민들께 고임금 기술 및 기술 관련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아마존(Amazon)의 이번 선택은 더 많은 테크 회사 및 

스타트업이 다양한 고숙련 인력을 기용하기 위해 뉴욕주를 선택하도록 장려할 것입니다. 

또한, 실리콘 밸리가 할 수 없거나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술 산업 전반을 보다 포괄적 및 

사회적으로 책임질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CSforAll 의 Michael Preston 업무사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존(Amazon)이 

모두를 위한 컴퓨터 과학에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 110 만 명 중 가장 큰 공립학교에 재학 

중인 인재를 포함하여, 뛰어난 인재를 기용하려 뉴욕시에 입성한다는 사실은 그다지 

놀랍지 않습니다. 뉴욕시는 항상 최고의 인재를 유치해 왔지만, 이번에도 역시 

그러합니다. 학교의 아이들은 뉴욕시의 미래이자 아마존(Amazon)의 미래입니다. 

뉴욕주에 입성할 아마존(Amazon) 환영하며 뉴욕시 공립학교 동창들과 함께 아마존에 

합류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Per Scholas 의 Plinio Ayala 대표 겸 CEO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양한 고숙련 인력의 

확보는 아마존(Amazon) 신규 본사를 뉴욕시로 유치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하였습니다. 아마존(Amazon) 같은 회사는 동기, 호기심 및 뛰어난 역량을 갖춘 다양한 

지역 근로자 수천 명이 근무합니다. 올바른 투자를 통해 Per Scholas 와 같은 회사는 

성장하는 기술 생태계에 입성하는 아마존(Amazon) 및 기타 수많은 테크 회사에 힘을 

실어 줄 기술 인재 파이프 라인을 마련하기 위한 교육 과정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General Assembly 의 Jake Schwartz 창립자 겸 CEO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존(Amazon)이 현지 인력에 투자한 덕분에 비전형적 배경을 갖춘 고숙련 인력에 

대한 기회를 확대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고무적입니다. 다양한 인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만이 뉴욕주를 바람직한 기술 허브로 만들 수 있습니다.”  

  

P-TECH 의 Rashid Davis 창립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시 교육청(New York City 

Department of Education)이 학생들에게 뉴욕 시립 공과대학(City College of 

Technology)과 조기 대학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민관 파트너십인 P-



 

 

TECH 의 창립자이자 초기 경력을 IBM 에서 시작한 저는 아마존의 뉴욕시 선정을 열렬히 

축하합니다. 아마존(Amazon)의 뉴욕시 선정은 NYCDOE 및 뉴욕 시립 대학교 학생이 

재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아마존(Amazon)이 여러가지 P-TECH 파이프 

라인을 마련하여 향후 창출할 일자리와 직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Shine Electronics Co 의 Elliot Park 대표 겸 CEO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Shine 

Electronics 는 지난 30 년 동안 퀸즈 롱아일랜드 시 심장부에 자리해 온 다세대 가족 경영 

중소기업입니다. 번영하는 특별한 비즈니스 업계를 대형 글로벌 기업과 여기 롱아일랜드 

시에 기반을 둔 현지 소상공업계 간의 새로운 혁신적 경제 개발 파트너십의 시그니처 

모델로 만들 수 있기를 희망하며, 아마존(Amazon)의 본사 설립 발표를 환영합니다.”  

  

COFFEED 의 Frank “Turtle” Raffaele 창립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973 년 이래로 

(LIC 는 1995 년 이래로) 퀸즈 지역사회의 자랑스러운 일원이자 LIC 에 기반을 두고 

빠르게 성장하는 사업체의 창립자로서 아마존(Amazon)이 현지 사업 생태계에 합류할 

것이라는 소식에 기쁨을 감출 수 없습니다. 혁신적인 인력과 신선한 아이디어를 통해, 

이미 사업하고, 삶을 영위하고 방문하기 좋은 멋진 장소이자 활동적이고 역동적인 

존재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역사회는 아마존을 열렬히 환영하며, 

수년 동안 우리 모두가 알고 있었던 것을 보여 주기를 고대합니다. 롱아일랜드 시는 

현대적, 진보적이며 변화무쌍한 복합 용도 지구의 상징이자 미래이며 위대한 곳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Greater Allen AME Cathedral of New York 의 Dr's. Floyd 및 Elaine Flake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존 본사 2 를 퀸즈에 유치하기 위해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과 

Cuomo 주지사님, de Blasio 시장님께 찬사를 보냅니다. 특히 시 및 주정부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아마존(Amazon)이 뉴욕 시립 대학교, 뉴욕 주립 대학교와 지역 인력 

개발 기관과 함께 뉴욕 주민이 21 세기에 걸맞은 직업을 갖게 될 수 있도록 강력한 인력 

계발 계획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Christian Cultural Center 의 AR Bernard 원로 목사 겸 CEO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존(Amazon)이 롱아일랜드 시에 신규 본사를 설립한다는 소식은 뉴욕시의 경제 

성장 현실화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 넣고 있습니다. 신규 일자리 40,000 개의 잠재력과 

시장님의 저렴한 주택 이니셔티브는 경제 압력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줍니다.”  

  

The Greater Springfield Community Church 의 Phil Craig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롱아일랜드 시에 있어서 아마존(Amazon)의 존재는 인력 개발부터 기술 업계의 세계적 

리더로서 시의 입지를 다지는 것까지 끝없는 가능성의 목록을 제시할 것입니다. 

고등학교에서 뉴욕 시립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첨단 기술 구현 목표를 달성한다면 학교 



 

 

시스템에 긍정적이면서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게임의 판도를 바꾸는 

이니셔티브를 선도하는 주지사실과 시장실에 찬사를 보냅니다.”  

  

First Baptist Church of Corona 의 Patrick Young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이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기회와 번영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커다란 희망과 

함께, 퀸즈에 입성하는 아마존(Amazon)을 환영합니다. 아마존(Amazon)과 파트너가 

되어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현지 비영리 단체가 일자리를 창출하고, 젊은 주민에게 

멘토가 되어 주며, 지역사회 개발 투자 과정에서 협력할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First Corinthians Baptist Church 의 Michael A. Walrond, Jr.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존이 롱아일랜드 시에 신규 본사 건물을 건설함으로써 우리 지역에 

선사할 수많은 가능성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마존(Amazon)의 이번 결정은 

특히 수많은 주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신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시의 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이는 뉴욕시의 모두에게 있어 커다란 승리라 하겠습니다.”  

  

SculptureCenter 의 Mary Ceruti 수석 큐레이터 겸 상임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존(Amazon)이 HQ2 입지로 롱아일랜드 시를 선택한 것은 활발한 우리 지역사회를 

어느 정도 보여주는 증거라 하겠습니다. 아마존(Amazon) 같은 인재 중심의 회사는 

롱아일랜드 시에서 누릴 수 있는 문화 생활이 직원들에게 선사할 가치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시의 관심이 집중되어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프라 개선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점에서 이를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뉴만스 키친(Neuman’s Kitchen)의 Paul Neuman 영감 제공 담당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존(Amazon)이 롱아일랜드시의 일부가 된 것에 대해 뉴만스 키친에 

있는 모든 이들이 기뻐합니다. 저희는 생동감, 창의력, 에너지가 가장 넘치는 비즈니스 

커뮤니티로서 아마존을 가족으로 맞이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Jeff 대표의 탁월한 

선택입니다.”  

  

모던스페이시스(ModernSpaces)의 CEO 이자 대표인 Eric Benaim 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달려온 롱아일랜드시는 아마존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으며, 저희 지역사회에 25,000 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것입니다.”  

  

심플리 검(Simply Gum)의 창립자이자 CEO 인 Caron Proschan 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존이 뉴욕 주민을 믿고 뉴욕 거주자들을 위한 직업 교육 프로그램에 투자한 것은 

여기 뉴욕에 소재한 저희 스타트업에 뜻 깊은 일입니다. 심플리 검이 아마존에서 이룬 

성장과 규모를 통해 여기 브루클린에는 이미 30 개 이상의 제조업 일자리가 

생겨났습니다. 저희가 계속 성장할수록 심플리 검은 뉴욕의 다른 소기업과 함께 

아마존의 직업 교육 및 개발로 인해 상당한 혜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마존이 뉴욕에 

기여하는 헌신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일입니다.”  

  



 

 

보이스 테크놀로지 주식회사(Boyce Technologies, Inc)의 Charles Boyce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조업과 혁신에 기반을 둔 보이스 테크놀로지는 부흥을 기대하며 

롱아일랜드시를 택했습니다. 저희는 롱아일랜드시 기술 허브의 중심축 역할을 하고자 

사무실을 옮기고 첨단 제조 센터를 설립하였습니다. 아마존이 롱아일랜드시를 택한 

사실이 자랑스럽고, 다른 첨단 기술 회사도 저희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마존은 

롱아일랜드시가 국가적으로 중요한 주요 상업 발달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롱아일랜드시는 예술, 가정생활, 멋진 워터프론트 

레크리에이션 지역, 확장된 교통, 지역사회 참여, 혁신 등 퀸즈 중심부에 있는 모든 

요소와 더불어 대단한 시너지 효과를 낳았습니다.”  

  

전 뉴욕시 기획 위원회장인 HR&A 어드바이저스(HR&A Advisors)의 Carl Weisbrod 

수석 고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존은 뉴욕시의 프랜차이즈를 기술 산업의 핵심 

중심지로서 입지를 굳히고 퀸즈 워터프론트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또한 

롱아일랜드시는 코넬 테크(Cornell Tech)와 맨해튼 중심지에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주거, 상업, 산업, 창작 환경이 어우러져 있어 아마존이 자리 잡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위치입니다.”  

  

코넬 테크(Cornell Tech)의 Josh Hartmann 최고 실행 담당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넬 테크는 루즈벨트 섬에 위치한 코넬 테크 캠퍼스의 강 건너편에 새로운 이웃으로서 

아마존이 뉴욕시로 오는 것을 환영합니다. 아마존은 롱아일랜드시에 제 2 본사(HQ2)를 

세워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가장 다양성을 갖춘 기술 커뮤니티에 합류하게 

될 것입니다. 코넬 테크는 매년 수백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는 동시에 획기적이고 영향력 

있는 연구를 수행하며, 뉴욕 시립 대학교 및 K-12 공립 학교와 주요 파트너십을 맺어 

뉴욕시의 뛰어난 기술 인재 공급을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기술 혁신의 

종착지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아마존이 들어서게 되면 뉴욕시와 코넬 테크의 성장 및 

성공이 훨씬 빨라질 것입니다.”  

  

콜롬비아 대학교 Orin Herskowitz 지적 재산권 및 기술 이전 담당 부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콜롬비아에서는 항상 세계적인 업적을 꿈꾸는 창의력 있는 젊은이들에게 

뉴욕이 최고의 장소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아마존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겠죠. 저희는 

오늘 뉴스로 뉴욕시 학생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와 인턴십이 주어지고, 뉴욕시의 대학 

과학자들이 최첨단 연구 프로젝트를 위해 협력할 기회가 많아질 것이라고 자신하게 

되었습니다. 아마존이 뉴욕시에 새 본사를 두기로 결정함으로써 뉴욕시가 세계적인 혁신 

허브로서 크게 부상하고 있다는 것을 강력히 입증하는 동시에, 앞으로 아마존이 이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 대학교 Andrew Hamilton 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대학교는 아마존을 

뉴욕에 유치하도록 뉴욕시와 협력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왔으며, 오늘 뉴스를 통해 

더욱 자랑스러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일은 뉴욕이 성공적으로 세계적인 기술 

혁신 중심지로 변화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뉴욕 대학교에는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에서 학생들이 모이지만, 대부분 학생들은 여기 뉴욕에서 거주하며 일을 

합니다. 아마존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뉴욕 대학교 졸업생들에게 새롭고 멋진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아마존이 뉴욕에 오는 것을 환영합니다.”  

  

콜롬비아 공과 대학 Mary C. Boyce 학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오랫동안 여러 

산업 분야의 인재를 끌어들였으며, 최근에 공학 기술 분야에서 더욱 두드러진 활약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본사에서 다양성, 창의성, 혁신을 갖춘 뉴욕시의 생태계를 

더욱 도약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20 명 이상의 교수진을 갖추고 4,000 명 이상의 

학사 및 석사 과정 졸업생을 배출한 콜롬비아 공과대는 미국의 주요 공과 대학으로서, 

다른 공대 및 아마존과 함께 주요 기술 허브를 꿈꾸는 뉴욕시를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도시 미래 센터(Center for an Urban Future, 뉴욕에서 경제적 기회를 확장하는 데 

주력하는 독자적 싱크탱크)의 Jonathan Bowles 이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존이 

뉴욕에 오게 되면 뉴욕 경제는 훨씬 탄탄하고 다양하고 탄력적인 구조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 뉴욕시는 최근 경제가 활발했던 만큼 25,000 개의 우수 일자리 창출되고 향후 

수십 년 안에 국가의 일자리 성장에 크게 기여할 산업의 최대 기업이 자리함으로써 

분명히 발전할 것입니다.”  

  

뉴욕 대학교 Mitchell Moss 루딘 교통 센터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롱아일랜드시는 

지하철 노선, 통근 열차, 페리 서비스, 자전거 및 스쿠터 등의 접근성, 주요 공항과 가까운 

거리를 비롯해 많은 교통 접근성을 갖춘 곳입니다. 이러한 요소로 인해 롱아일랜드시는 

아마존에게 이상적인 장소입니다.”  

  

 뉴욕 대학교 텐던 공과 대학 Jelena Kovaevi 학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대 텐던 

공대가 뉴욕시 경제개발공사(NYC Economic Development Corporation)와 협력하여 

자랑스럽게생각하며, 행정부와 함께 아마존 HQ2 를 뉴욕시에 유치시키도록 노력한 것이 

기쁩니다. 앞으로 아마존과의 협력은 뉴욕을 더욱 우수한 기술 허브로 만들고, 우리는 

뉴욕을 성장시킬 혁신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인재를 꾸준히 배출할 것입니다.” 

  

코넬 테크의 Judy Spitz WiTNY 프로그램 기획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시는 기술 

분야에서 일하는 여성들에게 최고의 장소입니다. 젊은 여성들이 아마존과 같은 유명 

기업에서 고급 인턴십 기회를 얻고 기술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추진하는 WiTNY 계획을 

통해 우리 지역사회를 창조하고 강화하겠다는 코텔 테크의 목표는 기술 부문에 존재하는 

성별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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