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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가 뉴욕시에 기술 혁신 연구소'를
여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주지사 ADP가
연구소 를 세우고 100여
발표
ADP는 젊은 학생들을 위한 멘토링 및 가이드를 제공하기 위해 'P-Tech(Pathways in Technology Early
College High School)’와 유사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을 약속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HCM(Human Capital Management) 솔루션 우수기업 ADP® Inc.가
뉴욕시에 새 '혁신 연구소'를 설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뉴욕에서 22개의 기존
일자리를 유지하고 소프트웨어 개발자 및 데이터 과학자를 포함한 11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또한, ADP는 NYCREDC(New York City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P-Tech(Pathways in Technology Early College High School)' 등의 인턴십 및 업무 체험
프로그램 또는 회사의 직원 및 인턴 계획과 일치하는 유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뉴욕시에 자사의 혁신 연구소를 설립하려는 ADP의 결정은 지역사회와
상생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DP는 뉴욕시에 있는 새로운 시설에
투자하고 뉴욕 시민들에게 100여 개의 새롭고 좋은 일자리를 안겨줄 뿐만 아니라, 뉴욕의 학생들이
성장하는 STEM 분야에서 자신들의 경력을 준비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인턴십 및 직장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협력관계에서 뉴욕주는 우리가 경제를 성장시키고
학생들에게 교실 밖에서 성공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는 방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ADP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비즈니스 아웃소싱 및 인적 자본 관리 솔루션 공급업체 중 하나로,
125여 개국에서 620,000개 이상의 모든 규모의 기업들에게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 회사는
뉴욕주에서 9개의 시설을 운영하고 2,900명 이상의 직원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사의 R&D
조직은 ADP가 자사의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모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으며, 뉴욕주에 있는
22개의 소프트웨어 개발 일자리를 포함하여 30개 주에 걸쳐 약 3,000명의 파트너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R&D 조직의 일부에 해당하는 ADP 혁신 연구소는 차세대 혁신을 시장에 제공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뉴저지 주 로즈랜드(Roseland)에 기존 혁신 연구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ADP의 제품 개발 부사장 겸 CIO인 Mike Capone은 “Empire State Development와 뉴욕시는 우리의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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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연구소를 세울 수 있게 도움을 준 좋은 파트너였다”고 말했습니다. “이 시설에 대한 우리의
목표는 고객에 대한 우리의 HCM 플랫폼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능력을 빨리 양성하고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춘 매우 전문적이고 창조적인 팀을 갖는 것입니다.”
ADP는 뉴욕시에 있는 25,000평방피트의 소프트웨어 개발 시설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프로젝트
위치를 고려하는 동시에 이 회사는 다른 도시가 아닌 뉴욕시에서 비용을 완화하고 이 프로젝트를
시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 ESD(Empire State Development)로부터의 지원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ESD는 일자리 창출과 투자 약속과 직접 연결된 Excelsior Jobs Program을 통해 이 회사에게 성과에
따른 200만달러의 세액공제혜택을 제공했습니다. 그 대신, ADP Technology Services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고 22개의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 100여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1,150만달러 이상의 자본 투자금을 쏟아 부었고, 새로운 시설에 지출할 연구 및 개발 비용은 연간
약 1000만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Empire State Development 회장, CEO 겸 위원장 Kenneth Adams는 “Cuomo 주지사의 리더십에 따라,
우리는 재정적 우선순위를 원래대로 복원했고 뉴욕주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에 기여함으로써
기업들이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DP는 선도기업들이 뉴욕에서 신규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기회에 투자를 선택하게 만든 최신 사례입니다. ADP는 수백만 달러를 투자하여 100여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의 학생들이 좋은 일자리와 밝은 미래를 달성할 수
있는 경로를 따라올 수 있게 하기 위해 우리 학교와 협력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기업 시민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에 대한 이 회사의 투자 외에도, ADP는 성적이 우수하고 전망이 밝은 학생들이 STEM
대학 학위를 이수하고 뉴욕에서 자신들의 경력을 만들 수 있게 하기 위해 P- TECH(Pathways in
Technology Early College High School)와 같은 인턴 및 경력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Brooklyn의 P- TECH 모델을 따라 하는 더 많은 학교들에 대한 주지사의
성명과 일치합니다.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 분야는 뉴욕 경제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
중 하나로, 주지사는 성적이 10%대로 가장 우수한 고등학교 졸업생들에게 SUNY 또는 CUNY 대학
또는 일반 대학에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제공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단, 장학금을 받으려면
STEM 과정을 밟은 후 5년 동안 뉴욕에서 일하는 조건입니다.
ADP가 NYCREDC에 낸 성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가 선량한 기업 시민이 되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사는 어린 학생들에게 멘토링과 길을 제시하는 것에 대한 책임과
나름대로의 장점을 이해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ADP는 첨단 기술의 입지를 채우고 이
주제에 대하여 젊은이들의 신념이 잠재적인 경력에 노출되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이해합니다.
상기의 관점에서, ADP는 'P-TECH(Pathways in Technology Early College High School) 또는 우리의 직원
및 인턴 계획과 일치하는 유사 프로그램과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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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뉴욕시립대학 장관 Matthew Goldstein 뉴욕시 지역 경제 개발위원회 위원장은 “경제 성장과
내일의 인력을 준비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일자리 창출 및 교육 협력관계 모두에 대해 노력을
아끼지 않은 ADP의 약속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Brad Hoylman 상원의원은 “Chelsea에서 새 소프트웨어 개발 및 데이터 센터에 대한 자신들의
열정적인 발표를 펼친 Cuomo 주지사, ESD 사장 Kenneth Adams와 ADP에게 축하를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ADP가 제공할 새로운 지식 기반 일자리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뉴욕 및
도시 경제에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P-TECH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학교에 대한 계획된 ADP의
노력과 SUNY 및 CUNY를 통해 STEM 교육에 대한 기회를 알게 되어 기쁩니다.”
Richard N. Gottfried 하원의원은 “특히 P-Tech와 같은 프로그램을 가진 회사와 협력 관계를 맺을 때
기술 투자가 뉴욕에서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에
대한 ADP의 노력은 뉴욕 시민들과 기업들에게 유익하며, 또한 인턴십 및 직장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의 미래에도 유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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