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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RURAL SOURCING, INC가 150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버팔로 입지를 구축한다고 발표  

  

소프트웨어 개발 센터 채용 즉시 개시  

  

지역 지원자들에 의해 일자리가 채워지고 도시 난민촌의 채용 노력으로 평균 8만 

달러를 지불할 예정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국내 디지털 엔지니어링의 선두주자인 Rural Sourcing, 

Inc.가 버팔로 다운타운에 소프트웨어 개발 센터를 설립하여 150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지역 지원자들에 의해 일자리가 채워지고, 도시의 

난민촌의 채용 노력으로 평균 8만 달러의 급여를 지불할 예정입니다. Rural Sourcing은 

우선 15,000 평방 피트의 영구 사무실 공간을 계속 찾을 계획으로 예정된 장소에 임시로 

위치할 예정입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Rural Sourcing이 성장하는 버팔로의 

혁신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 회사는 전국적으로 양질의 일자리와 

신기술 회랑을 창출하고 있으며, 우리는 버팔로를 기술 솔루션과 자원을 제공하는 

새로운 장소로 추가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회사의 주요 성장 주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버팔로는 인상적인 IT 생태계, 인력 및 더 나은 교육 혜택뿐만 아니라 

낮은 운영 비용과 높은 삶의 질을 제공합니다."  

  

Rural Sourcing의 Monty Hamilton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버팔로는 

풍부한 역사를 가진 위대한 도시입니다. 삶의 질이 풍부한 지역에서 최고의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중, 고등학교 수준의 STEM 교육에 대한 

집중과 투자 그리고 소트웨어 개발 인력에 대한 주정부의 전반적인 투자는 이 지역을 

우리에게 좋은 장소로 만들어 줍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플랫폼 기업뿐만 아니라 

포춘지 선정 500대 고객들 사이에서 "서비스형 스크럼(Scrum-as-a-Service)" 제공 

모델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은 버팔로에서 150개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일자리를 창출하여 강력한 시장 요구를 충족하는 것입니다."  

  

Rural Sourcing은 중미 전역에 걸쳐 고품질의 기술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2020년에는 두 

자릿수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중요한 온라인 애플리케이션을 구축, 배포 및 최적화하는 



아웃소싱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회사는 현재 미국 전역에 

8개의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의 사업 의무를 이행하고 추가적인 시장 성장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추가적인 시장 확장 기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버팔로에서 

실시하는 프로젝트는여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Rural Sourcing은 13년 전 설립된 이래,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을 수도 있는 

지역에 기술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사명을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오늘날과 같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디지털 세계에서 필요한 품질과 대응력을 

제공하는 동시에 고객에게 저위험, 높은 수준의 협업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성공을 

입증했습니다.  

  

뉴욕주 개발공사(ESD)는 15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대가로 RSI에 최대 340만 달러의 

엑셀시어 일자리 세금 공제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뉴욕주 개발공사 개발 최고 운영 책임자 및 부 실행 커미셔너인 Kevin Youni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의 디지털 경제에서 Rural Outsourcing은 국가적인 입지와 디지털 

서비스 제품을 더욱 확장하고자 하는 선두 업체입니다. Rural Outsourcing이 다양하고 

재능 있는 인력을 갖춘 버팔로를 최신 기술 허브로 선택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Byron W. Brown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Rural Sourcing이 버팔로 시를 최신 

소프트웨어 개발 센터로 선택한 것은 버팔로의 기술 경제 성장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이 회사가 버팔로에 뿌리를 내리고 150명의 현지 주민을 고용하고, 이민자 

및 난민촌을 지원하여 급여가 매우 높은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은 매우 기쁜 

소식입니다. 저는 Rural Sourcing의 임시 센터가 버팔로 다운타운에 위치하게 되어 

기쁘고 이 회사가 우리 다운타운에 영구적으로 머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버팔로에 

Rural Sourcing이 자리를 잡을 수있도록 지원해 준 Kathy Hochul 주지사와 뉴욕주 

개발공사, 그리고 Invest Buffalo Niagara에 감사드립니다."  

  

이리 카운티 Mark Poloncarz 행정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리 카운티는 비즈니스를 

성장시킬 수 있는 탁월한 지역이라는 명성에 힘입어 Runal Sourcing과 같은 기업들을 

지속적으로 유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은 세계적인 인력과 우수한 비즈니스 

환경을 활용하면서 사업 확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번 투자로 150개의 새로운 

소프트웨어 일자리가 창출되었으며, 버팔로와 이리 카운티가 기술 부문에서 중요한 

경쟁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Invest Buffalo Niagara의 사장 겸 최고경영자인 Tom Kucharski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술 기업은 성공적인 지역 경제에 필수적인 현재, 특히 미래의 

기초입니다. 최고의 기술 인재, 지원 자원, 다양하고 포괄적인 인력, 증가하는 젊은 전문 

인구, 활발한 창의적 현장, 저렴한 운영 비용 등 Rural Sourcing이 바라는 것은 버팔로가 

제공하는 것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우리는 버팔로 비즈니스 사례를 제시하고, 확장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ruralsourcing.com%2Fcareers%2F&data=04%7C01%7CViktoryia.Baum%40otda.ny.gov%7C1f4f53b58a6740cd0deb08d9a476d744%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721652597437631%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1000&sdata=dW4r6PNU7Sgyv8Z2RGH2nd0rQ4LrMzdT0HUQl1oD31c%3D&reserved=0


과정을 통해 Rural Sourcing 을 지원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오늘 우리 지역사회에 온 

그들을 환영합니다."  

  

Rural Sourcing 소개  

Bain Capital Double Impact의 지원을 받는 Rural Sourcing(RSI)은 디지털 

애플리케이션, 제품 및 환경을 구축, 배치 및 지원하는 국내 아웃소싱 디지털 

엔지니어링의 선두 제공업체입니다. RSI의 고유한 국내 서비스 모델은 100% 미국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중미의 미개발 및 과소평가된 기술 인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RSI는 역외 아웃소싱에 대한 대안을 제공함으로써 시간대, 거리, 언어 및 지정학적 

리스크의 장애물을 제거합니다. 애자일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RSI의 고유한 계약 

프레임워크인 Scrum-as-a-Service®는 탄력적인 소비 모델과 예측 가능한 월별 가격 

책정을 통해 학술 팀의 신속하고 유연한 배치를 제공합니다. 이 회사는 생명 건강 과학, 

하이테크, 물류 및 운송, 금융 서비스를 포함한 다양한 업계에 걸쳐 기술 중심 및 포춘지 

선정 1,000대 고객을 위한 세계적인 수준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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