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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버펄로에서 AML 라이트소스 사업 확장으로 350개 이상의 일차리 

창출 발표  

  

430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로 AMLRS의 사무 공산을 세네카 원 타워로 확대  

  

  

Kathy Hochul 주지사는 세계 최대의 기술 기반 금융 범죄 예방 기업인 AML 

라이트소스(AML RightSource, AMLRS)가 버펄로에서 사업을 확장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 및 고객을 지원할 추가 일자리 363개를 창출하여 버펄로에서 총 

540명의 직원을 고용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기업은 국내외 금융기관, 

핀테크(FinTechs), 기타 기업들이 자금 관리 규정을 준수하고 범죄 행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430만 달러 프로젝트로 버펄로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세네카 원 

타워(Seneca One Tower) 27층에 위치한 AMLRS의 기존 20,000 평방피트 규모의 

사무공간을 확대합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AML 라이트소스는 웨스턴 뉴욕의 성공 

스토리입니다. 기업이 성장하며  상징적인 세네카 원 타워에 수백 개의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세네카 원 타원은 수 년 전만해도 비어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이러한 전문적인 하이테크 일자리는 지역의 대학 졸업자들이 지역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양질의 인력을 지역으로 유치합니다. AMLRS와 같은 기업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뉴욕은 지속적으로 주 전역에 걸친 발전과 확장을 위해 

가깝고 먼 곳 모두의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팬데믹 이후 경제 회복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뉴욕주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를 통해 AML 

라이트소스의 일자리 만들기 공약 이행에 대한 보답으로 엑셀시어 일자리 

프로그램(Excelsior Job Program) 세금 공제 혜택으로 최대 740만 달러까지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성과 기반의 인센티브를 통해 이 기업은 뉴욕주로 운영을 

확대하고 5년 동안 363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이와 더불어 과거 

엑셀시어 일자리 프로그램를 통해 버펄로에 위치한 기업에서 이미 175개 일자리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2월 말, Hochul 주지사는 합동 보안 운영 센터(Joint Security Operations 

Center, JSOC) 창설을 발표했습니다. 이 기관은 데이터 수집, 대응 노력 및 정보 

공유를 포함하여, 지역, 주 및 연방의 사이버 능력을 통합하는 본부입니다. JSOC는 

국내 최초로 출범한 사이버 지휘본부이며, 사이버 위협의 전모를 주에 제공하고 위협 

첩보 및 사고 대응에 관한 협력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2004년 이래로, AMLRS는 금융 기관및 핀테크 기업이 연방 정부의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방 정부는 의심스러운 금융 활동에 대한 확인 및 보고와 

관련된 규제에 대해 컴플라이언스를 의무화한 바 있습니다. 기업은 자산 기술을 

비롯해 고도로 숙련된 분석가로 구성된 글로벌 팀을 활용해 불법 금융 행위를 

추적합니다. 이를 통해 잠재적인 인신매매, 테러리스트 자금 활용, 불법 약물 거래, 

기타 악질적인 금융 범죄를 밝혀낼 수 있습니다.  

  

AMLRS의 고객들은 자산 10억 달러 규모의 지역사회 은행에서 자산 규모 1조에 

이르는 글로벌 금융 기관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제공하는 서비스로는 거래 감시, 알람 

백로그 관리, 개선된 실사 검토, 금융 범죄 자문 등의 서비스가 있습니다. AMLRS는 

또한 고객 기반을 늘리며 이들에게 기술 솔루션을 제공하여 글로벌 리더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15개 분야의 개별 사안 전문가 등 약 3,000명 이상의 글로벌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업계에서 가장 많은 전일 근무 전문가로 구성된 팀을 자랑합니다. 

AML 라이트소스가 지금까지 버펄로에서 고용한 175명 중, 110명이 지역 칼리지 또는 

대학 졸업생입니다.  

  

AML 라이트소스는 2019년 버펄로 시에 새로운 하이테크 사옥을 확장 및 

건설했습니다. 그 이유는 기업 동북부 오하이오 사무소와의 근접성, 수준 높고 재능 

있는 노동력, 늘어나는 노동력을 지원할 수 있는 가용 공간이 결합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세네카 원 타워라는 새로운 장소는 웨스턴 뉴욕을 조망할 수 있는 기술 

센터로서 높은 수준의 전문가를 유치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세네카 원 타워 사진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pe Knight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 커미셔너 대행 겸 대표 및 최고경영자 

임명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부 뉴욕의 수준 높은 노동력과 기술 혁신의 

핫스팟으로서 커져가는 명성은 버펄로시에서 확장을 꾀하는 AML 라이트소스를 

버펄로 시에 유치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현재 기업은 투자를 두 배로 늘려, 금융 

범죄 조사라는 성장하는 중요한 부분에서 뉴욕 주민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 수백 개를 

마련할 것입니다."  

  

Frank Ewing AML 라이트소스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AMLRS, 

뉴욕시, 뉴욕주를 위한 엄청난 기회입니다. 국내 및 글로벌 수준에서 금융 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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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이 전례 없이 높아진 지금은  AMLRS가 최근 졸업생 및 전문가 모두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할 최고의 시기입니다."  

  

Tom Kucharski 인베스트 버펄로 나이아가라(Invest Buffalo Niagara)의 대표 겸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초 AML 라이트소스가 웨스턴 뉴욕에서 확장을 

결정한 이유는 우리의 근면한 노동자, 성장하는 혁신 경제, 합리적 비용 등이며, 

이러한 이유는 아직까지 유효합니다. 우리는 버펄로 나이아가라 지역에서 AML 

라이트소스가 거둔 성공에 축하를전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고대합니다."  

  

Tim Kennedy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뉴욕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AML 라이트소스가 발표한 지역사회, 인력, 일자리 투자는 이러한 노력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번 확장은 취업자들에게 양질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도시와 지역이 팬데믹 이후 번영을 향해 추진하고 있는 

파트너십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Sean Ryan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웨스턴 뉴욕의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더욱 많은 양질의 일자리는 미래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AML 

라이트소스가 창출한 수백 개의 신규 일자리는 지역에 새로운 사람들을 유치할 뿐 

아니라, 지역 졸업생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합니다. 버펄로에 지속적으로 투자해주신 

AML 라이트소스의 리더십에 감사드립니다."  

  

Crystal Peoples-Stokes 하원 야당 원내총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AML 

라이트소스는 나쁜 행위자로부터 금융 기관을 지키는 중요한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을 지역사회에 가지고 있으면서 주민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의 성장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행운과 같은 일입니다. 이러한 확장 

프로젝트를 지원해주신 Hochul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AML 라이트소스의 성공을 

축하드리며, 버펄로의 새로운 직원들을 환영합니다."  

  

Jon D. Rivera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AML 라이트소스의 버펄로 투자는 

우리 지역 경제의 활력과 회복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우리 도시의 

가장 상징적인 건물에 또 하나의 목표를 더할 것입니다. 또한 더욱 중요한 점은 

그레이터 버펄로-나이아가라(Greater Buffalo-Niagara) 경제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Byron W. Brown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버펄로 시 라킨 지역에서 AML 

라이트소스가 인력 및 운영을 확대하겠다는 결정은 좋은 소식입니다. 이 기업은 이미 

2019년 약속한 바와 같이 양질의 일자리 100개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저는 직원의 

수가 약 540명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사실이 매우 기쁩니다. 이것은 버펄로의 하이테크 

커뮤니티가 성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커뮤니티야말로 도시의 회복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AML 라이트소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http://www.amlrightsouce.com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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