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년 9월 6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스태튼 아일랜드에 새 일자리 2,250개를 만들 1억 달러 규모의 

아마존(AMAZON) 주문이행센터 유치 발표  

  

직원들은 스태튼 아일랜드 서해안 국제물류단지(Global Logistics Park)에 

855,000평방피트 규모로 새로 조성될 시설에서 첨단 로봇공학 시스템과 함께 근무할 

예정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스태튼 아일랜드 서해안의 국제물류단지(Global 

Logistics Park)에 1억 달러 규모의 아마존(Amazon) 주문이행센터가 새로 세워져 정규직 

새 일자리 2,250개가 만들어질 것이라 발표했습니다. 855,000평방피트 규모로 조성될 

이 시설은 뉴욕주 최초의 아마존(Amazon) 주문이행센터로서, 고도의 기술이 적용된 

일터에서 첨단 로봇공학 시스템과 함께 일할 기회를 직원들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에 처음으로 최첨단 주문이행센터를 

설립하겠다는 아마존(Amazon)의 결정은 우리 뉴욕주가 발달하는 글로벌 혁신 경제의 

최전선에 자리하고 있음을 확인해주며, 이번 투자는 스태튼 아일랜드 지역사회에 수천 

개의 일자리와 기회를 창출할 것입니다. 뉴욕은 기업의 성장과 성공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과 기술, 기업친화적 환경을 보유하고 있음을 계속해서 입증하고 있습니다.”  

  

주문이행센터란 정교한 계획에 따라 최대한 신속히 제품 배송을 처리하는 첨단 물류 

운영 단위를 말합니다. 아마존(Amazon)은 전 세계에 탄탄한 주문이행센터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아마존(Amazon) 미국 주문이행센터 네트워크는 70개가 넘는 

주문이행센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마존(Amazon)이 스태튼 아일랜드에 새로 짓는 

주문이행센터에는 아마존 로보틱스(Amazon Robotics)와 같은 혁신적인 기술이 적용될 

것입니다.  

  

아마존(Amazon)이 뉴욕주로 사업을 확장하는 데 힘을 실어주기 위해 엠파이어 스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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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gram)을 통해 최대 1,800만 달러의 실적 기준 세금 공제 혜택을 제시했습니다. 



 

 

아마존(Amazon)은 이 시설의 신규 일자리 2,250개 외에도 886개의 일자리를 향후 

5년간 뉴욕에 유지할 예정입니다.  

  

아마존(Amazon)의 Sanjay Shah 고객주문이행사업 담당 부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에 처음으로 주문이행센터를 세우고 뉴욕주의 훌륭한 인력들과 함께 

일하게 되어 기대가 큽니다. 뉴욕주로 오기까지 지역 리더들의 지원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 후의와 환대에 감사드리며 수천 개의 새 일자리를 조성하여 첫날부터 

복지 혜택이 적용되도록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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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ard Zemsky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존(Amazon)이 뉴욕주에서 사업 

범위를 크게 확장키로 한 결정에 기대가 큽니다. 이 프로젝트는 뉴욕주 기술 경제의 

모멘텀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는 사실을 입증하며, 앞으로 뉴욕 주민들에게 

급성장하는 산업의 일자리 수천 개를 선사할 것입니다.”  

  

Andrew Lanza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의 발표는 바로 이곳 

지역사회에 수천 개의 일자리가 새로 늘어남을 의미합니다. 이 일자리들은 지역 경제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스태튼 아일랜드가 살기도 좋고 일하기도 좋은 고장으로 

남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것은 NASCAR 프로젝트가 실패한 이래 이 자치구의 Oddo 

대표와 제가 이 지역에 대해 가져온 비전이며, 이를 실현하는 데 Cuomo 주지사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쁜 마음입니다. 아마존(Amazon)을 스태튼 아일랜드에 

유치하기까지 크게 애써주신 Cuomo 주지사님과 자치구 대표 Oddo 씨의 공로에 

감사드립니다.”  

  

Michael Cusick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할 기업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저와 동료들이 오랫동안 노력해 왔기에 오늘은 매우 흥분되는 

날입니다. 서해안 국제물류단지(Global Logistics Park)에 세워져 스태튼 아일랜드에 

2,200개가 넘는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할 아마존(Amazon) 주문이행센터는 우리 

자치구에서 전례가 없는 투자입니다. 스태튼 아일랜드를 위해 애써주신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발표는 뉴욕주가 기업에 얼마나 개방적인지 모든 산업에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스태튼 아일랜드 자치구의 James S. Oddo 자치구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자치구의 일자리 중심지로서 스태튼 아일랜드 서해안이 갖는 위상에 관해 우리는 

오랫동안 논의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논의가 큰 결실을 맺었습니다. 실제로, 이 

프로젝트는 우리 자치구의 역사에서 가장 큰 일자리 창출 사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이 일자리들은 자기들이 가장 잘 하는 일을 하는 민간 부문에 의해 

창출되고 있습니다. 지난 몇 개월간 우리 자치구청의 역할은 때때로 관료제적 경직성을 

띨 수 있는 번잡한 절차들을 매트릭스(Matrix)와 아마존(Amazon)이 잘 헤쳐 나가 수천 

개의 일자리를 우리 자치구에 가져올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협력과 공조를 통해 

일을 잘 마무리해주신 Cuomo 주지사님과 주정부 및 시청 관계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과정의 시작부터, 이 부지에 일자리를 들여와 스태튼 아일랜드 주민들의 복리에 

이바지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내내 진정한 파트너로 역할해 주신 매트릭스 

개발(Matrix Development)의 Joe Taylor 사장 겸 CEO의 노력에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몇 주 전 이루어진 브로드웨이 스테이지(Broadway Stages) 건물 매각 

계약과 마찬가지로 이번 발표는 스태튼 아일랜드가 기업에 개방적인 곳임을 잘 

보여줍니다.”  

  

Steve Matteo 시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 최초의 상공업 개선 지구 조성이든 교통 

및 기반시설 개선 추진이든, 또는 사업 확대의 동기 부여를 위한 특수 상업 지구 지정을 

통해서든 여러 해 동안 저와 동료들은 스태튼 아일랜드의 서해안 지역이 가진 광대한 

경제적 잠재력을 끌어내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몇몇 결실은 있었으나, 여전히 저희는 

판도 자체를 뒤바꿀 결정적 성과를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현실화되었습니다. 1억 달러 규모의 최첨단 주문이행센터를 국제물류단지(Global 

Logistics Park)에 조성, 2,200개가 넘는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를 이 자치구에 

제공하겠다는 아마존(Amazon)의 결정은 서해안을 일자리 해안(Jobs Shore)로 

변화시키고 지역 경제를 크게 일으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계약을 성사시키신 

주지사님과 자치구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분들과, 스태튼 아일랜드에 시설을 입주키로 

결정한 아마존(Amazon)에 감사드립니다.”  

 

아마존(Amazon)의 정규직원들은 경쟁력 있는 봉급과 의료보험, 장애보험, 퇴직연금, 

회사 주식 등의 혜택을 첫날부터 받게 됩니다. 이 회사는 또한 최대 20주에 이르는 유급 

휴가와 휴가 나누기(Leave Share) 및 복직(Ramp Back) 제도 등과 같이, 새로 부모가 된 

직원들이 늘어난 가족을 융통성 있게 돌볼 수 있게 해주는 혁신적인 복리후생 혜택도 

제공합니다.  

  

아마존(Amazon)은 또한 시간제 직원들이 미래를 준비하고 미국 혁신 경제의 이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아마존(Amazon)과 여타 기업들에서 수요가 높은 직종에 대한 

직무 교육을 후원하는 경력 선택(Career Choice)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수요가 높은 고임금 분야 교육과정의 수업료 95%를, 해당 기술이 향후 

아마존(Amazon)에서의 경력과 관련이 있든 없든, 선지급해줍니다.  

  

아마존(Amazon) 주문이행센터 취업 및 근무 조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www.amazondelivers.jobs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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