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2년 11월 30일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HSBC의의의의 400개개개개 일자리를일자리를일자리를일자리를 유지하고유지하고유지하고유지하고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서부에서서부에서서부에서서부에서 PHH MORTGAGE CORP. 확장을확장을확장을확장을 

통해통해통해통해 수수수수 백백백백 명을명을명을명을 더더더더 고용할고용할고용할고용할 계획을계획을계획을계획을 발표발표발표발표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자금에서자금에서자금에서자금에서 300만만만만 달러는달러는달러는달러는 3500만만만만 달러의달러의달러의달러의 개인개인개인개인 투자금을투자금을투자금을투자금을 활용하여활용하여활용하여활용하여 HSBC가가가가 2011년년년년 채용채용채용채용 감소를감소를감소를감소를 

발표한발표한발표한발표한 후후후후 취소될취소될취소될취소될 위기에위기에위기에위기에 놓였던놓였던놓였던놓였던 400개의개의개의개의 일자리를일자리를일자리를일자리를 보유보유보유보유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PHH Mortgage Corporation이 Erie 카운티의 Amherst에서 3500만 

달러의 확장 계획을 이행하여 작년에 HSBC Bank의 채용 감소 후 취소될 위험에 처했던 400명의 

일자리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일자리 보존과 확장을 촉진하기 위해 뉴욕주는 HSBC의 400개 일자리를 보유하고 PHH Mortgage의 

뉴욕주 서부 시설에 400개의 일자리를 추가함으로써 Empire State Development를 통해 300만 

달러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HSBC Bank USA, N.A. (“HSBC”)와 PHH Mortgage의 제휴의 

일환으로써 HSBC는 PHH에게 모기지 프로세싱과 서비스 사업을 아웃소싱하고 400명의 전 HSBC 

직원을 PHH Mortgage로 전환시킬 계획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작년에 뉴욕주의 수 백 개 일자리를 포함하여 수 천 개의 일자리를 줄이겠다고 

HSBC가 발표했을 때 뉴욕주와 비즈니스 커뮤니티는 소매 금융에서 일자리를 보존하기 위해 

신속하게 대처했습니다.주 자원과 지역의 지원에서 300만 달러를 지원 받은 PHH Mortgage의 오늘 

조치는 뉴욕주 서부에서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으며 400명의 HSBC 직원의 일자리를 유지하고 

내년에 수 백 명을 더 채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발표는 뉴욕주가 

기업체의 성장과 확장을 위해 다시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뉴욕주가 민간 부문과 

협력하여 주요 투자금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또 다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PHH Mortgage의 사장 David Tucker는 “HSBC 직원과 협력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PHH Mortgage 

팀에 많은 HSBC 직원을 맞이하게 되어 영공으로 생각합니다. Erie 카운티의 멋진 실적은 저희가 이 

지역에서 영업을 계속하고 HSBC와의 관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주요 이유이며 앞으로도 긍정적인 

활약을 할 것을 기대합니다. 뉴욕주와 Amherst Industrial Development Agency의 PHH Mortgage 환영 

및 업무 수행 계획의 지원에 대해 감사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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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H Mortgage는 미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다른 주에 회사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주 및 지방 

공무원과 만난 후 이 회사는 Amherst의 Wehrle Drive에 회사만을 위해 특별히 10만 평방 피트 

시설을 짓기로 선택했습니다. 뉴욕주는 Excelsior 세금 환급으로 300만 달러까지 제공하며 Amherst 

IDA는 소비세를 $1,312,500까지 절약하게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확장 프로젝트는 2013년 4분기에 

제안된 시설이 완공될 때까지 임시 공간을 이용할 PHH Mortgage와 함께 2013년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Amherst IDA의 상무 이사 James J. Allen은 “선출된 몇 가지 레벨의 정부와 에이전시 사이의 협력과 

기밀 유지는 이 지역에서 PHH Mortgage의 투자를 확보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Amherst IDA는 

뉴욕주 Erie 카운티의 Town of Cheektowaga와 Village of Depew와 제휴하여 PHH Mortgage와 같은 

유명한 금융 서비스 회사를 위해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는 것을 강조하는 프로젝트를 실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라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2012년 5월 HSBC는 PHH Mortgage와 전략적 제휴 관계를 맺어 모기지 프로세스와 서비스 업무를 

관리한다고 발표했는데 이 회사는 현재 Depew의 Walden Avenue에 위치합니다. 확장적인 검토를 

거친 후 PHH는 기존의 장소에 있을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고 확장적인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더 큰 

시설이 필요하여 부지를 찾아 나섰습니다. PHH Mortgage는 2013년에 HSBC와의 거래가 완료되면 

향후 일자리를 추가할 계획과 함께 약 400명의 직원을 수용하는 대규모 시설을 Depew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Empire State Development의 사장, CEO 겸 이사인 Kenneth Adams씨는 “금융 부문에서 추가적인 

일자리를 창출할 경우 뉴욕주 서부의 인재들에게 큰 기회가 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의 지도 

하에 PHH Mortgage와 같은 회사야말로 뉴욕주가 투자하고 사업을 성장하도록 할 적절한 회사임을 

증명하기 위해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PHH Corporation 소개소개소개소개  

 

뉴저지주 Mount Laurel에 위치하는 PHH Corporation은 모기지와 차량 산업을 위한 업무 절차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업체입니다. 자회사인 PHH Mortgage는 미국 최대 규모의 주거용 모기지 

업체 중 하나이며 PHH Arval이라는 자회사는 미국과 캐나다의 주요 차량 고나리 서비스 

제공업체입니다. PHH는 우수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가가치 솔루션을 고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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