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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ROCHESTER의의의의 RETROTECH INC. 확장을확장을확장을확장을 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  

 

엔지니어링엔지니어링엔지니어링엔지니어링 회사회사회사회사, 시카고시카고시카고시카고 대신대신대신대신 Rochester 지역에지역에지역에지역에 남아남아남아남아 New Henrietta Facility에에에에 23개의개의개의개의 일자리를일자리를일자리를일자리를 

구축하기로구축하기로구축하기로구축하기로 선택하다선택하다선택하다선택하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엔지니어링 서비스 회사인 Retrotech, Inc.가 Greater Rochester 

지역에 회사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예상 매출과 수익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있고 

Victor에 있는 현 시설이 많은 인력을 수용할 수 없어진 상태에서 Retrotech Inc.는 새롭고 널찍한 

시설을 Henrietta에 세우기로 계획하였습니다. 이 회사는 새로운 사무 공간과 공장 부지를 

일리노이 주 시카고 에 마련하는 것을 고려했지만 , 결국 뉴욕시에 계속 남기로 선택하였습니다. 이 

300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는 향후 3년 동안 기존의 87개 일자리를 유지하고 새로운 일자리 

23개를 창출할 것입니다.  

 

“Rochester 지역에 회사를 확장하기로 한 Retrotech의 결정은 커뮤니티에 20여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포함해 이 지역에 새로운 경제 기회를 창출할 것입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이곳 뉴욕에 사세를 확대하기로 한 회사의 결정은 뉴욕주의 수준높고 경험 많은 

인력, 낮은 운영비용, 지역 업체들간의 강력한 네트워크, 고등교육 기관 덕분에 결정하기가 어렵지 

않았습니다. 오늘 더 많은 기업들이 뉴욕주에서 발전하기를 선택하고 있고, 민간 투자와 새로운 

일자리를 추가하면서 Empire State만큼 사업하기 더 좋은 곳이 없음을 증명해보이고 있습니다.” 

 

Retrotech는 기술 능력 확대와 장기적인 성장 전략을 개발할 목적으로 2011년 프랑스의 자동화 

제품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에 의해 인수되었습니다. Empire State Development는 Retrotech에게 

프로젝트 비용을 상쇄할 수 있도록 500,000 달러의 지원금을 교부하였습니다. Retrotech의 회사 

재배치를 지원하기 위해 Monroe 카운티 역시 $200,000 달러의 저리 대출 발행, 100,000 달러의 

교육 기금, 600,000달러 등의 정식 구매에52,800 달러의 판매세 면제를 포함한 다양한 경제 개발 

프로그램을 통해서 프로젝트 개발업체를 지원하는 중요한 투자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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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rotech는 지속적인 성공을 위해 순항 중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성장을 경험하고 있으며, 우리의 

새로운 하이엔드 기술 시설로 새로운 비즈니스의 장을 시작하는 데 큰 열의를 갖고 임하고 

있습니다”라고 Retrotech의 Paul Deveikis CEO가 말했습니다. “미국의 여러 부지를 평가하면서 

우리는 뉴욕주 Henrietta가 우리의 첨단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및 테스팅 활동을 지원할 최고의 

부지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우리 엔지니어링 인력의 큰 부분은 RIT 출신으로, 오랜 세월에 걸쳐 이 

대학과 강력한 유대관계를 맺어오고 있습니다. 이들과 더 가까이 있게 된다면 더 좋아질 

것입니다.” 

 

“Retrotech의 확대는 엔지니어링 회사의 성공을 보여주는 것이며, Greater Rochester 지역에 

희소식입니다”라고 Empire State Development의 사장 겸CEO & 커미셔너인 Kenneth Adams가 

말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를 지원할 스마트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24명의 추가 인력 고용과 더물어 Henrietta의 새로운 시설에서 리본 커팅식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Retrotech의 새로운 건물 렌더링은 다음 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http://www.governor.ny.gov/assets/images/John_St_Retrotech_Rendering_2-3-14.jpg 

 

Retrotech는 P&G, Frito-Lay, Cargill, 기타 Fortune 1000대 기업 및 민간 업체와 같은 고객에게 자재 

관리 산업에 대한 복잡한 맞춤형 엔지니어링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능력은 로봇공학, 자동 

저장 및 검색 시스템, 자동 컨베이어 및 적재 시스템, 자동 주문 조달 시스템 및 기타 다양한 기계 

시스템을 포함하는 자동화 솔루션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계 시스템은 Retrotech의 

소프트웨어 제품에 의해 제어 및 지원을 받습니다. 이러한 제품에는 기계 제어 소프트웨어에서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재고 이동을 관리하는 총 공급망 소프트웨어에 이르는 제품을 

포함합니다. 

 

뉴욕주 Patrick M. Gallivan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Retrotech의 성장과 확장은 Rochester와 

웨스턴 뉴욕의 경제 잠재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이테크 제조 및 관련 산업은 우리가 보유한 

최고의 인력과 세계적 수준의 고등교육 기관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성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Retrotech이 Greater Rochester에 사세를 확대하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이 회사가 지속적으로 

성공해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뉴욕주 하원의원인 Harry Bronso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Retrotech, Savoye, Paul Deveikis 및 그의 

팀이 뉴욕에 터를 잡기로 한 것과 함께 Town of Henrietta에 투자하기로 한 것에 감사 드립니다,. 

이들의 약속은 Rochester 지역이 기업들이 사세를 확대하고 발전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제공할 수 

있고 또한 제공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들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Retrotech에게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Cuomo 주지사와 그의 팀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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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roe 카운티는 발전하는 지역 회사인 Retrotech이 Town of Henrietta에 새로운 시설을 

마련하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에 자부심을 느낌니다”라고 Monroe 카운티 장인 Maggie 

Brooks가 말했습니다. “Retrotech가 이곳에 사세를 확대하기로 한 것은 성공한 기업을 주변 

카운티에서 우리 커뮤니티로 재유치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우리 지역이 시카고와 같은 큰 

도시보다 투자와 기업 활동을 하기에 더 낫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Retrotech는 우리 지역의 

고숙련 현지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첨단 자동 엔지니어링 기업입니다. Monroe 카운티는 우리 

커뮤니티에 이 회사의 새 시설을 유치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Town of Henrietta의 감독관인 Jack Moore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Retrotech Inc.가 우리 our 

Henrietta 비즈니스 커뮤니티에 들어오기를 기대합니다. Retrotech는 신규 일자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우리 커뮤니티에 투자하여 Rochester Institute of Technology 및 지역 식품제조업체와 함께 

강력한 관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우리는 Retrotech를 지지하며 지속적인 성공을 거두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Retrotech, Inc. 소개소개소개소개 

Retrotech, Inc.는 Savoye의 완전소유자회사로 Legris Industries Group 소속입니다. Retrotech와 

Savoye는 자동 주문 조달 제품 및 솔루션 업계의 선도업체입니다. 22여개국에서 판매 활동을 

하는Retrotech는 창고/유통센터가 주문 조달 업무를 향상시켜 보다 생산적이고, 융통성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곳이 되도록 돕고 있습니다. 

 

1985년부터 Retrotech는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설계, 설치, 현대화와 결합된 뛰어난 프로젝트 

관리 및 전문 기술과 자동 자재 관리 및 주문 조달/전자상거래 시스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Retrotech 프로젝트 경험에는 팔렛트, 유니트로드와 같은 자동 자재 관리 시스템, 

케이스, 토트 및 트레이 취급 시스템, WMS/WCS 소프트웨어, Goods-to-Person 시스템, 크로스 

도크/통합 프로세스, 컨베잉 및 분류 장치, 시뮬레이션/에뮬레이션 기능, 24/7 고객 서비스 제공이 

포함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www.retrotech.com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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