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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스퀘어스페이스(SQUARESPACE)의 뉴욕시 소재 글로벌 본사 확장 

발표  

  

스퀘어스페이스(Squarespace), 웨스트 빌리지 본사에서 새로운 공간을 구축하여 

2022년까지 뉴욕 사무실 20% 성장  

  

본 확장으로 엔지니어링, 제품 설계, 마케팅 및 운영 부문에서 150개 이상의 신기술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수백만 명의 고객에게 수상 경력에 빛나는 디자인을 

제공하는 올인원 웹사이트 구축 플랫폼인 스퀘어스페이스(Squarespace)가 뉴욕시의 

글로벌 본사를 확장하여 2022년까지 뉴욕의 입지를 20% 늘릴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확장은 150개 이상의 신기술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며, 그중 70%는 

스퀘어스페이스(Squarespace)의 엔지니어링 팀에 속할 것이며, 나머지는 회사의 급속한 

성장을 뒷받침할 제품 설계, 마케팅, 운영 및 기타 역할을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본 

확장의 일환으로, 스퀘어스페이스(Squarespace)는 웨스트 빌리지의 유서 깊은 몰츠 

빌딩(Maltz Building)에 새로 임대된 두 층을 건설하는 데 투자할 것입니다. 오늘 발표는 

뉴욕 기술 경제를 더욱 발전시키고 주 전역의 지역사회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Cuomo 주지사의 노력을 뒷받침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지난 10년간 수만 개의 기술 일자리를 

추가했으며, 속도를 늦출 예정이 없습니다. 기술 인재 파이프라인에 대한 현명한 

뉴욕주의 투자 덕분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경제를 성장시키고 뉴욕 주민을 위한 기회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스퀘어스페이스(Squarespace)는 뉴욕의 기술 산업 강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며, 글로벌 기술 리더로서의 입지를 굳힐 수 있도록 글로벌 본사를 

확장하고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스퀘어스페이스(Squarespace)의 설립자이자 최고경영자인 Anthony Casalena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10년간 뉴욕시에서 성장해 온 기술 회사로서, 저는 위대한 

도시의 인재와 산업의 다양성이 디자인 주도적인 접근 방식에 영감을 주면서 독특한 

이점을 제공했다고 믿습니다. 스퀘어스페이스(Squarespace)의 비전은 차세대 독립 

https://www.squarespace.com/


비즈니스 및 크리에이터를 위한 선도적인 브랜드 플랫폼이 되는 것이며, 전 세계 고객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신입 직원을 유치하기 위해 본사에 투자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2016년에 스퀘어스페이스(Squarespace)는 뉴욕시에 글로벌 본사를 설립하여 웨스트 

빌리지의 유서 깊은 몰츠 빌딩(Maltz Building)에 3개 층을 임대했습니다. 이후 두 개의 

추가 층을 사용하고 건물 지하에 콘텐츠 스튜디오를 설치하여 모든 창의적인 기능을 

사내에 구현했습니다. 스퀘어스페이스(Squarespace)는 이제 모두 합해 5층에 걸쳐 

166,000제곱피트를 차지하고 새로운 공간을 위해 수백만 달러를 투자할 것입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의 커미셔너 대행 겸 대표, 

최고경영자 임명자인 Eric Gertl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마트한 뉴욕주의 투자와 

Cuomo 주지사의 리더십 덕분에 기술 회사들이 매일 뉴욕에서 새로 시작되고 성장하며, 

스퀘어스페이스(Squarespace)를 우리의 번창한 기술 생태계에 포함하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이러한 확장은 엠파이어 스테이트의 가장 성공적인 유니콘 회사 중 한 

곳이 보여준 신뢰의 증거이며, 우리는 계속해서 기술 부문을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스퀘어스페이스(Squarespace)의 뉴욕 글로벌 본사 확장 및 최소 156개 기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는 향후 

10년간 최고 220만 달러의 성과 기반 엑셀시어 세금 공제(Excelsior Tax Credits)를 

제공했습니다. 스퀘어스페이스(Squarespace)는 2022년까지 최소 156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2029년까지 이 새로운 일자리와 기존의 뉴욕시 기반 일자리 700개 

이상을 유지할 경우에만 전체 공제 금액을 받게 됩니다.  

  

Cuomo 주지사의 리더십 아래, 뉴욕주는 혁신, 기업가 정신 및 기술 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전략적인 투자를 해왔습니다. 2011년부터 뉴욕의 기술 고용은 약 327,000개에서 

403,000개의 일자리로 23% 증가했습니다. 뉴욕시에서는 더욱 극적으로 증가하여 약 

114,000개에서 180,000개의 일자리로 증가하여 58% 증가했습니다. 

스퀘어스페이스(Squarespace)의 뉴욕시 확장은 

넷플릭스(Netflix), 엑스트(Yext) 및 나노트로닉스(Nanotronics)와 함께한 프로젝트 

등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기술 부문에 대한 증거이며 혁신 경제의 글로벌 중심으로서의 

엠파이어 스테이트의 역할을 확고히 합니다.  

  

스퀘어스페이스(Squarespace) 소개 

Anthony Casalena가 2003년 메릴랜드 대학교(University of Maryland) 학생일 때 설립한 

스퀘어스페이스(Squarespace)는 선도적인 올인원 웹사이트 구축 플랫폼으로 수백만 명의 

꿈꾸는 사람, 만드는 사람, 실행하는 사람에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제공합니다. 스퀘어스페이스(Squarespace)의 동적 올인원 플랫폼에 수백만 개의 

웹사이트와 온라인 상점이 생성되어 고객이 도메인을 신청하고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온라인으로 판매하며 브랜드를 마케팅할 수 있습니다. 스퀘어스페이스(Squarespace)의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netflix-will-expand-new-york-presence-new-production-hub-new-york-city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tech-company-yext-expand-global-headquarters-new-york-city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nanotronics-high-tech-manufacturing-hub-brooklyn-navy-yard


제품군은 수상 경력에 빛나는 디자인과 세계적 수준의 엔지니어링을 결합하여 온라인 

입지를 쉽게 구축하고 소유할 수 있게 해줍니다. 현재 이 회사는 뉴욕시, 오레곤, 

포틀랜드, 아일랜드 더블린의 3개 지사에 1,000명 이상의 직원을 두고 있습니다. 

스퀘어스페이스(Squarespace)는 포춘(Fortune)의 "부모를 위한 최고의 직장 50곳(50 

Best Workplaces for Parents)" 중 하나로, 빌트 인 뉴욕(Built in NYC)의 뉴욕시에서 

"일하기 가장 좋은 직장 100곳(100 Best Places To Work)" 중 하나로 선정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squarespace.com에서 확인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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