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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3년 7월 9일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VIRTUSA가가가가 TROY 지역에지역에지역에지역에 기술기술기술기술 센터를센터를센터를센터를 열게열게열게열게 되면서되면서되면서되면서 200개의개의개의개의 새새새새 일자리가일자리가일자리가일자리가 

추가되었음을추가되었음을추가되었음을추가되었음을 발표함발표함발표함발표함  

 

빠르게빠르게빠르게빠르게 증가하는증가하는증가하는증가하는 기술기술기술기술 회사는회사는회사는회사는 현재현재현재현재 적극적으로적극적으로적극적으로적극적으로 인력을인력을인력을인력을 채용하고채용하고채용하고채용하고 있습니다있습니다있습니다있습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Massachusetts에 본사를 둔 글로벌 IT 서비스 회사인 Virtusa가 

뉴욕주 Troy 지역에 새로운 기술 센터를 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성장 가도를 달리는 이 회사는 

2014년 말까지 수도권에 200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입니다. 현재 Virtusa는 엔지니어, 

분석가, 프로젝트 관리자를 포함하여 여러 직무를 채우기 위해 적극적으로 인력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는 지원자는 이력서와 커버 레터를 Albanyjobs@virtusa.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Cuomo 주지사는 “뉴욕의 수도권과 주 북부에 걸쳐 우리는 지속적으로 신생 회사를 유치하고 

지원함으로써 우리 지역 사회를 위한 차세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Troy 지역에 기술 

센터를 확장하고 설립한다는 Virtusa의 결정은 뉴욕에서 주 북부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있어 주요 

요인으로 자리하는 첨단 기술 분야를 확대하고자 하는 최신 사례에 해당합니다. 저는 이 확대를 

통해 창출되는 일자리를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는 관심있는 뉴욕 시민이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는 

이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에 지원할 것을 촉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최근에 미국에 기반을 둔 기술 센터에 대대적인 투자를 단행함으로써 새로 건설된 10,000평방 

피트에 달하는 Virtusa의 새로운 기술 센터는 Rensselaer Technology Park 내에 전략적으로 위치하고 

있으며 북동쪽에 있는 Virtusa 고객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 센터를 통해 Virtusa는 

우수하고 비용 효과적인 연안 지역 IT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으므로 최적화된 글로벌 

전달 모델의 효과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한, Albany 지역의 15개 이상의 컬리지와 대학 근처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이 회사는 지역 기술 인재를 유치하고 이들과 함께 협력할 수 있습니다. 

 

Harsha Kumar 기술 센터 부사장 겸 경영 후원자는 “새로운 기술 센터는 번영하는 아이디어 허브가 

될 것이며, 해당 지역의 풍부한 기술 인재를 활용함으로써 고객에게 매우 가깝게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역동적인 환경은 아이디어 창출 과정을 가속화하고 우리 고객이 자신의 고객 환경을 

재고하고 변형시킬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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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사가 수도권에 투자한 보상으로 뉴욕주는 성과 기반 뉴욕주 고용 감세에 $200,000를 

제공합니다. 이 세금 공제는 이 회사가 건물을 짓고 장비를 구매하는 것을 지원하며 트로이 지역 

시설에서 40개의 고임금 일자리를 새로 창출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뉴욕시에 2개의 사무실을 

운영하는 Virtusa는 내년에 상당한 성장이 예상되며 수도권에만 200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Empire State Development 회장, CEO 겸 커미셔너인 Kenneth Adams는 “수도권은 점차 기술 회사의 

혁신적인 허브로 자리매김할 것이며, 이 곳에는 최고의 고등 교육 기관이 자리하고 있고 우수하고 

유능한 인력과 풍부한 문화적 유산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Virtusa와 같은 기술 회사가 번영하고 

성장할 수 있는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Virtusa의 수도권 입성을 환영하며 이 

지역에 미래의 첨단 과학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이들과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기술 센터는 Pegasystems의 BPM 플랫폼에 구축된 우수한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BPM) 

센터를 포함하여 글로벌 2000 고객층에 고도로 전문화된 서비스를 전달하는 Virtusa의 역량을 

확장합니다. 또한, 이 기술 센터는 Virtusa의 의료, 금융 서비스, 미디어 및 정보 서비스 고객을 위한 

혁신적인 몇 가지 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Virtusa 소개소개소개소개 

Virtusa는 글로벌 2000 회사에 종단간 정보 기술(IT)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IT 컨설팅, 애플리케이션 

유지 보수, 개발, 시스템 통합 및 관리 서비스를 포함하는 이 서비스는 IT 합리화를 통해 고객의 

비즈니스를 변형하는 고유한 플랫포밍 방법론을 활용합니다. Virtusa는 핵심적인 고객 직접 응대 

프로세스를 하나 이상의 핵심 시스템에 통합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현대화함으로써 고객이 

비즈니스 결과를 빨리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합니다. 

 

Virtusa는 글로벌 전달 모델을 통해 비용 효과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므로, Agile 및Accelerated 

Solution Design은 고급 방법을 적용하여 이 회사 솔루션이 고객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이 회사의 고객은 IT 운영 비용을 줄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변화하는 비즈니스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역량을 향상시킵니다. 

 

1996년에 설립되었으며 Massachusetts에 본사를 두고 있는 Virtusa는 북미, 유럽 및 아시아에서 

영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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