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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노스 힐즈에서 딜러트랙(DEALERTRACK)이 새로운 기업 본사를 

개관한다고 발표 

 

롱아일랜드에서 357 개의 새로운 소프트웨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기업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롱아일랜드의 노스 힐즈에서 

딜러트랙(Dealertrack)이 1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기업 본사를 개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자동차 소매업을 위한 웹 기반 솔루션 및 서비스 분야의 리더로서, 

딜러트랙(Dealertrack)은 롱아일랜드에서 향후 17년간 유지될 임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기업은 이미 롱아일랜드 주민들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정표와 같은 이 일은 하이테크 산업을 통해 경제 

발전 및 일자리 증가를 촉진하기 위한 뉴욕의 공약이 실현되고 있는 또 하나의 

사례입니다. 뉴욕에 머물면서 롱아일랜드로 확장하고자 하는 이 기업의 결정은 1억 달러 

규모의 확장 프로젝트로 이어졌습니다. 350 개 이상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지역 경제를 

더욱 강화하고 이 지역을 발전시킬 것입니다.” 

 

개관식의 리본 커팅 행사에 참석한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딜러트랙(Dealertrack)은 500 개의 일자리를 유지하고 350 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를 

바로 이곳 롱아일랜드에서 만들어내겠다는 1억 달러 규모의 약속을 통해 일자리 증가에 

대한 지역별 접근 방식의 효과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오랜 

기간 새로운 기회를 펼치고 만들어내게 될 우리 지역의 성공 스토리입니다.” 

 

2001년에 설립된 딜러트랙(Dealertrack)은 딜러, 대부업체, 최초 장비 제조업체, 

이해관계가 없는 소매 업체, 에이전트, 제 이차 부품시장 공급업체 등을 포함한 자동차 

소매 업계의 모든 주요 부문에 대한 소프트웨어 솔루션 및 서비스를 개발 및 제공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딜러트랙(Dealertrack)의 1억 달러 규모의 확장 계획을 장려하기 위해,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는 엑셀시어 잡스 



프로그램(Excelsior Jobs Program)을 통해 성과 기반 세금 공제로 최대 1,050만 달러, 

보조금으로 최대 150만 달러를 이 기업에 제공했습니다. 이 기업은 향후 5년 동안 357 

개의 소프트웨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500 개 이상의 일자리를 유지할 예정입니다. 

친환경 건축물 인증(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LEED)을 받은 10 

에이커 규모의 이 본사는 롱아일랜드 소재 노스 힐즈의 뉴 하이드파크 로드 

3400번지(3400 New Hyde Park Road)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딜러트랙(Dealertrack)의 Dean Tilsley 수석 부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딜러트랙(Dealertrack)이 3년 전 신규 건물에 대한 계획을 처음 발표했을 때, 그 계획은 

직장에서 혁신과 협업 그리고 전반적인 건강과 복지에 대한 영감을 불어 넣는 업무 

환경을 팀 구성원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비전이었습니다. 수년에 걸쳐 성장하면서 저희는 

롱아일랜드 메트로 지역에 대한 약속을 변함없이 지켜왔습니다. 저희는 팀 구성원들이 

세계에서 차량을 구매하고 판매하는 방식을 바꾸는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동시에 지역 경제 번영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첨단 시설을 저희 팀 구성원들에게 

제공하게 되어 자부심을 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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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ard Zemsky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딜러트랙(Dealertrack)은 이 지역의 

중요한 고용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3년 전에 이 기업이 롱아일랜드로 확장하여 

일자리를 계속 만들어내며 성장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일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뉴욕 주민들을 위해 수백 개의 고임금 일자리를 만들어내게 될 새로운 최첨단 시설에서 

이러한 노력의 결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Elaine Phillips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소 카운티에서 300 개가 넘는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는 것은 우리 경제와 우리 주민들이 거둔 엄청난 승리입니다. 

딜러트랙(Dealertrack)의 지속적인 성장 덕분에 향후 수년 동안 롱아일랜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수익과 기회가 만들어 질 것입니다. 딜러트랙(Dealertrack)과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SD)에 축하드립니다.” 

 

Anthony D'Urso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의 발표는 노스 힐즈와 

롱아일랜드의 모든 이에게 대단히 좋은 뉴스입니다. 또한 뉴욕주의 비즈니스 친화적 인 

분위기를 입증하는 증거입니다. 저는 나소 카운티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지역 경제를 

지원하고 계신 Cuomo 주지사님,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딜러트랙(Dealertrack)에 감사드립니다.” 

 

나소 카운티의 Mangano 카운티 행정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의 경제 개발팀은 

나소 카운티에서 300 개가 넘는 새로운 민간 부문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더불어 기존의 

500 개 이상의 일자리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딜러트랙(Dealertrack)과 직접 협력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일자리 만들기에서부터 우리 지역 경제를 위한 

경제적 활동 창출에 이르기까지, 딜러트랙(Dealertrack)의 나소 카운티 사업 운영 확장을 

돕는 것은 우리 경제를 위해 상생하는 길입니다.” 



 

노스 헴스테드의 Judi Bosworth 타운 슈퍼바이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타운은 

딜러트랙(Dealertrack)이 노스 헴스테드에서 새로운 본사를 운영하게 된 것을 환영하며 

대단히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 타운이 우리 주민, 우리 비즈니스 그리고 이 기업의 

직원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이 지역사회에서 기업들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타운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준 이 프로젝트와 

딜러트랙(Dealertrack)에 지원금을 제공해 주신 점에 대해 Cuomo 주지사 실의 공약에 

감사드립니다.” 

 

콕스 오토모티브(Cox Automotive)의 자회사인 딜러트랙(Dealertrack)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는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www.coxautoi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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