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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3년 3월 28일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UNITED NATURAL FOODS, INC.가가가가 새로운새로운새로운새로운 첨단첨단첨단첨단 시설을시설을시설을시설을 구축하여구축하여구축하여구축하여 ORANGE 카운티에카운티에카운티에카운티에 

360개의개의개의개의 일자리를일자리를일자리를일자리를 마련한다는마련한다는마련한다는마련한다는 계획을계획을계획을계획을 발표발표발표발표 
 

자연식품자연식품자연식품자연식품, 유기농유기농유기농유기농 식품식품식품식품, 특별특별특별특별 식품의식품의식품의식품의 전국적인전국적인전국적인전국적인 판매업체판매업체판매업체판매업체, Montgomery에에에에 새로운새로운새로운새로운 시설시설시설시설 설립에설립에설립에설립에 5500만만만만 

달러달러달러달러 투자투자투자투자 예정예정예정예정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자연식품, 유기농 식품, 특별 식품의 전국적인 주요 공급업체인 

United Natural Foods, Inc.(UNFI)가 Orange 카운티의 Montgomery에 5500만 달러를 투자하여 

525,000평방 피트 면적의 첨단 시설을 건축하여 360개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 소식은 뉴욕과 Orange 카운티에게 모두 중요합니다”. “저희 행정부는 뉴욕이 

기업들에게 문을 개방하고 United Natural Foods, Inc.와 같은 기업들이 성장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전력을 다해 왔습니다. 오늘 발표는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라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이 시설은 UNFI가 뉴욕주에 설립하는 최초의 배포 센터입니다. 이 첨단 시설은 2014년 가을까지 

완공하여 운영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Sean Griffin UNFI 그룹 사장은 “UNFI는 뉴욕주 및 Montgomery 타운과 협력하여 동북부 지역에서의 

운영을 확장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Montgomery는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영 효율성을 개선하며 비용과 온실 가스 방출을 줄이기 위한 최적의 장소입니다. 멋진 

커뮤니티와 계속 협력해 갈 것을 기대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Hudson Valley의 I-84 고속도로 가까이 위치하는 이 새로운 시설로 UNFI는 뉴욕 도심과 롱 아일랜드, 

뉴욕 시장에 대한 배포 효율성과 서비스를 개선하고 동북부 지역에 있는 이 회사의 기존 시설의 

용량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Montgomery 시설로 UNFI는 “동급 최고”의 창고와 재고 

관리 시스템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운영 비용을 줄이며, 온실 가스 방출량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설은 UNFI 네트워크 중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큽니다. 처음에는 223명의 직원을 채용하며 

문을 열어 수요에 맞게 작업량을 늘릴 계획에 따라 처음 2년 이내에 331명까지 확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새로운 배포 시설은 CO2 냉장 시스템, 강력한 냉각기 및 냉동기 기능을 갖추며 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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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 무결성을 높입니다. 5500만 달러 이상의 투자를 촉진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뉴욕주의 경제 개발 기관인 Empire State Development는 Excelsior Jobs Program을 통해 세금 

환급으로 360만 달러를 이 회사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Empire State Development 사장, CEO 겸 국장인 Kenneth Adams는 “Cuomo 주지사의 지도록 덕택에 

기업들의 뉴욕주의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기업들은 사업을 확장하고 성장할 장소로 

뉴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는 Orange 카운티와 뉴욕에게 의미 있는 발표라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Orange 카운티 집행 책임자 Edward A. Diana씨는 “Orange 카운티에게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UNFI를 환영하며 ESD와 Jimmy O’Donnell 카운티 부 집행 책임자, Hudson Valley Economic 

Development Corporation의 Larry Gottlieb CEO, Orange County Partnership의 Maureen Halahan CEO로 

구성된 경제 개발팀이 이 특별한 회사를 위해 힘써 주신 석을 축하하고 싶습니다. 곧  36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을 기대합니다. 이번 기회를 빌어 Cuomo 주지사의 경제 개발 운동에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Montgomery 타운 감독자 Michael Hayes씨는 “UNFI는 Montgomery 타운의 주요 자산이 될 것입니다. 

이 회사도 최적의 위치, 직원의 능력, 경제 개발을 지원하려는 노력 등으로 상당한 혜택을 누리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Orange 카운티 파트너쉽의 Maureen Halahan 사장 겸 CEO는 “이번 발표는 UNFI, Orange 카운티의 

선출된 정부 관계자, 허가 기관 및 개발업체에게 의미가 깊은 것이었습니다. 카운티의 관련 팀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협력하여 실사를 실시하고 모든 관계자에게 멋진 기회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Hudson Valley Economic Development Corporation의 Laurence Gottleib 사장 겸 CEO는 “Orange 

카운티의 최근 소식은 지방, 지역 및 주 경제 개발 단체들이 이 지역에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하나의 팀이 되어 노력한 지도력을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HVEDC는 Orange 카운티를 위한 멋진 기회에 참여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향후에도 이러한 

분위기가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자연적이며 건강한 제품을 제공하겠다는 UNFI의 목표에 따라 이 기업은 자연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운동의 일환으로서 이 기업은 이 

배포 시설의 운영이 개시되면 LEED® (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인증을 받을 

계획입니다. LEED®는 고기능성 친환경 건물의 설계, 건설, 운영을 벤치마킹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허락된 제3자 인증 프로그램입니다. United Natural Foods, Inc.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회사 웹 

사이트 www.unfi.com을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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