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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애머스트의 스트레티직 파이낸셜 솔루션스(STRATEGIC FINANCIAL 

SOLUTIONS)의 개관 발표  

  

웨스턴 뉴욕에서 1,500 개가 넘는 일자리를 만들게 될 이 회사의 업스테이트 뉴욕으로의 

확장  

  

또한 기존의 맨해튼 사무소를 10 퍼센트 이상 확장하는 회사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시에 본사를 둔 금융 서비스 회사인 스트레티직 

파이낸셜 솔루션스 유한책임회사(Strategic Financial Solutions, LLC)가 애머스트에 

새로운 6만 평방 피트의 컨택 센터(contact center)를 공식적으로 개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회사는 향후 오 년간 1,500 명이 넘는 고객 서비스, 협상 컨설턴트, 재무 

컨설턴트 등을 고용할 계획입니다. 스트레티직 파이낸셜 솔루션스(Strategic Financial 

Solutions)은 어려운 금융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채무 면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회사는 확장을 위해 여러 위치를 고려한 끝에 

웨스턴 뉴욕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는 발전하고 있는 지역의 일부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추진력이 계속되고 있는 애머스트의 스트레티직 파이낸셜 

솔루션스(Strategic Financial Solutions)의 확장을 통해, 이 지역은 웨스턴 뉴욕 바로 

여기에서 현지 회사들을 성장시키고 개발하기 위해 여러 곳의 회사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리본 커팅 행사에서 연설한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일자리 1,500 개를 만들기 위해 애머스트에서 확장하기로 한 스트레티직 파이낸셜 

솔루션스(Strategic Financial Solutions)의 결정으로 버펄로가 다시 부흥했고 우리의 경제 

및 노동력 개발 정책은 그 효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공하고 있는 세제 혜택, 

재능 있는 인력 풀, 세계적 수준의 교육 기관과 결합하여 우리 지역과 미래에 투자하기 

위해 뉴욕주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회사들 중 하나를 선도했습니다.”  

  



뉴욕주는 뉴욕주의 경제 개발 기관인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를 통해 스트레티직 파이낸셜 솔루션스(Strategic Financial Solutions)의 

일자리 만들기 공약 이행에 대한 보답으로 엑셀시어 일자리 프로그램 세금 공제 

혜택(Excelsior Job Program tax credits)으로 최대 1,000만 달러까지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성과 기반의 인센티브를 통해 이 회사는 거의 400 명의 상근직을 유지하고 오 년 동안 

1,500 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게 됩니다.  

  

스트레티직 파이낸셜 솔루션스(Strategic Financial Solutions)의 Ryan Sasson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오늘 버펄로 본사를 공식적으로 개관하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버펄로는 이 지역에 머물거나 퇴화될 젊은 재능의 성장하는 인력 풀에 

우리를 위해 고품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독특한 기회를 보여줍니다. 전략적으로 

웨스턴 뉴욕이 경험하고 있는 르네상스의 일부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5 년 동안 1,500 명의 버펄로 주민을 위한 주택의 제공을 돕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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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ard Zemsky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웨스턴 뉴욕에는 고용주를 위해 이미 

재능 있는 강력한 인재 풀에 잘 교육받은 젊은 층을 추가로 공급하고 있는 대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스트레티직 파이낸셜 솔루션스(Strategic Financial Solutions)는 웨스턴 

뉴욕에서 거주하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제공하는 데 1,500 명의 자격을 갖춘 

뉴욕 주민들을 찾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저희는 이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제 

혁신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스트레티직 파이낸셜 솔루션스(Strategic Financial Solutions)는 광범위한 신용 카드 

부채로 인한 짐을 지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2007 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이 회사는 크레인의 뉴욕 비즈니스(Crain's New York Business) 잡지가 

뉴욕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50 개의 상장 기업 및 비상장 기업 중 하나로 지난 2 

년 동안 매년 크레인의 고속 성장하는 50 개 기업 목록(Crain's Fast 50 list)에 

선정되었습니다. 스트레티직(Strategic)은 또한 최근에 뉴욕주 인적 자원 관리 협회(New 

York State Society for Human Resource Management, NYS-SHRM), 뉴욕 비즈니스 

협의회(The Business Council of New York), 베스트 컴퍼니스 그룹(Best Companies 

Group) 간의 파트너십인 더 베스트 컴퍼니스 프로그램(The Best Companies Program)이 

선정한 대기업 부문에서 뉴욕 주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회사(The Best Companies to 

Work for) 중 21 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회사는 또한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민간 

기업 중 하나로 2016 년에 INC. 500 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혁신적이고 성공적인 

채무 면제 서비스 외에도, 스트레티직 파이낸셜 솔루션스(Strategic Financial 

Solutions)는 채무 정리 대출과 채무 해결 프로그램 등을 비롯한 채무 면제 옵션을 고객 

맞춤형으로 조정합니다. 개인이 원하는 대로 조정할 수 있는 이 접근 방식을 사용함에 

있어 스트레티직 파이낸셜 솔루션스(Strategic Financial Solutions)는 전국적으로 10 만 



명이 넘는 고객을 위해 7억 5,000만 달러 이상의 채무와 자금 대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스트레티직 파이낸셜 솔루션스(Strategic Financial Solutions)는 버펄로 나이아가라 

국제공항(Buffalo Niagara International Airport) 인근 영스 로드(Young's Road) 근처의 월 

드라이브(Wherle Drive)의 애머스트 인터내셔널 파크(Amherst International Park)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은 뉴욕주 스루웨이(New York State Thruway), 290 번 주간 

고속도로(I-290), 33 번 도로(Route 33) 등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으며 메트로 버스 

노선까지 도보로 이동 가능한 거리에 있습니다.  

  

Michael Ranzenhofer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스트레티직 

파이낸셜 솔루션스(Strategic Financial Solutions)가 60,000 평방 피트 규모의 새로운 

센터를 개관하고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애머스트를 선택하여 대단히 기쁩니다. 이제 

웨스턴 뉴욕 주민들은 향후 오 년간 이 회사의 신규 직원 1,500 명 채용 계획의 혜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스트레티직 파이낸셜 솔루션스(Strategic Financial Solutions) 소개  

 

스트레티직 파이낸셜 솔루션스(Strategic Financial Solutions)는 어려운 재무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종합적인 채무 면제 솔루션을 제공하는 선도적인 금융 서비스 회사입니다. 

채무 통합 대출 및 채무 해결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고객 맞춤형 접근 방식을 통해, 

스트레티직 파이낸셜 솔루션스(Strategic Financial Solutions)는 10만 명이 넘는 

고객들을 위해 7억 5,000만 달러 이상의 채무 및 자금 대출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했습니다. 2015 년과 2016 년에 스트레티직 파이낸셜 솔루션스(Strategic Financial 

Solutions)는 크레인의 뉴욕 비즈니스(Crain's New York Business) 잡지에서 고속 

성장하는 50 개 기업 목록(Fast 50 Companies list)에 올랐으며, 가장 최근에는 2017 년 

뉴욕주 프로그램에서 일하기 가장 좋은 회사(The Best Companies to Work for in New 

York State)로 21 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회사는 또한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민간 기업 중 하나로 2016 년에 INC. 500 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상세한 정보는 

http://stratfs.com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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