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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GINSBERG'S FOODS가가가가 COLUMBIA 카운티에카운티에카운티에카운티에 사업부를사업부를사업부를사업부를 확대한다고확대한다고확대한다고확대한다고 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 

 

이이이이 프로젝트로프로젝트로프로젝트로프로젝트로 뉴욕주에뉴욕주에뉴욕주에뉴욕주에 280여개의여개의여개의여개의 일자리가일자리가일자리가일자리가 생기거나생기거나생기거나생기거나 유지될유지될유지될유지될 예정이다예정이다예정이다예정이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5개 주에 고객들을 거느리고 있는 Capital Region과 Hudson 

Valley에 소재한 최대 식품서비스유통회사인 Ginsberg’s Foods, Inc.가 Columbia 카운티에 사업부를 

확장하게 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Ginsberg’s Foods는 65,000 평방피트의 냉장창고 시공을 위해 

1,130만 달러를 투자할 예정으로, 이 창고가 완공되면 회사의 모든 생산라인에서 선별제품을 확대 

생산할 수 있게 되고 51개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며 233개의 기존 일자리가 유지될 것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주정부는 기업들이 이곳 뉴욕주에서 발전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이들과 

적극적으로 파트너십을 맺어왔습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Ginsberg’s Foods는 미 

북동 지역 고객들을 대상으로 식품을 유통하는 유명한 도매식품서비스 유통회사로 성장한 가족 

경영 회사로, 지역 농장 업계를 적즉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이 확충 프로젝트에 대한 뉴욕주의 지원 

활동은 수 백개의 현지 일자리를 창출 및 보호하고 Ginsberg’s Foods가 이 지역에서 활발한 경제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Columbia 카운티는 우리 회사에게 1세기가 넘게 고향과 같은 곳이었습니다”라고 Ginsberg’s Foods 

CEO인 David Ginsberg가 말했습니다. “따라서 사세를 확장해야 하는 때가 왔을 때 우리가 원한 곳은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이곳은 훌륭한 사업 기반의 역할을 해왔을 뿐만 아니라 대다수 우리 

직원들도 현지 주민들로 이뤄져 있기도 합니다. 카운티와 주정부의 지원 덕분에 이런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었고 회사도 최상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윈윈인 상황입니다.”  

 

Ginsberg’s Foods는 적당한 사업부 확충 장소를 물색하는 동안  이웃 주들로 옮길까도 고려했지만, 

결국 뉴욕에 자리를 잡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를 돕기 위하여 

ESD(Empire State Development)는 Ginsberg’s에게 성과 기반 Excelsior Jobs 프로그램 세금 감면을 

100만 달러까지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뉴욕주 가정지역사회갱신부서(HCR)는 뉴욕주 

커뮤니티 개발 블록 지원금 516,000 달러를 제공하기로 하였고, 이 지원금은 기구 및 장비 구입 

비용을 상쇄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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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D의 사장, CEO & 커미셔너인 Kenneth Adam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Ginsberg’s사가 Capital 

Region과 뉴욕주에 사업부를 설립하기로 한 것에 감사 드립니다. 뉴욕주에 사업부를 확충하기로 한 

Ginsberg’s의 결정은 회사 인력 확대와 고객 서비스 개선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또한 뉴욕주의 

농업에 큰 이익을 안겨주고 수 백명의 직원을 충원하고 보유함으로써 Columbia 카운티에 큰 

경제적 영향력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뉴욕주 가정지역사회갱신(HCR) 담당 커미셔너/CEO인 Darryl C. Town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Andrew Cuomo 주지사의 리더십으로 뉴욕주는 그 어느 때보다 소기업의 발전을 돕는 데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Ginsberg’s Foods는 수 백만 달러의 투자를 단행하고 일자리, 경제적 안정 및 성장을 

Columbia 카운티에 가져다줄 것입니다. 동시에 뉴욕주 농업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HCR은 Ginsberg’s Foods의 사업부 확충을 지원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이 회사가 Columbia 

카운티에서 지속적인 성공을 이뤄나가길 기대합니다.”  

 

Didi Barrett 주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세기 넘는 세월 동안 Ginsberg’s는 우리 지역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Ginsberg’s는 이곳 Columbia 카운티에 사업부를 확충하고, 더욱 

중요하게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전념했을 뿐만 아니라 뛰어난 커뮤니티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 업체 지원은 최우선 사항입니다. 이는 정부가 바로 이곳 Columbia 

카운티에서 좋은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민간 기업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들 업체와 긴밀하게 

협력했음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CEDC(Columbia Economic Development Corporation) 사무국장인 Kenneth J. Flood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존 사업체, 신규 기업 성장 및 뉴욕주의 일자리 창출 지원에 지속적인 관심을 

쏟아주신 Cuomo 주지사께 감사 드립니다. Ginsberg’s Foods는 Columbia 카운티의 진정한 성공 

스토리를 대변하는 업체입니다. 이 회사가 우리 커뮤니티에 사업부를 확충하기로 한 결정을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오랫동안 지속적인 파트너십과 성공을 거두기를 기대합니다.” 

 

Hudson Valley AgriBusiness Development Corp.의 실무국장인 Todd Erling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Hudson Valley Bounty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후원자이자 지원자였던 Ginsberg’s Foods는 지역 식품 

시스템에서 소중한 연결고리입니다. 회사의 사업부 확충은 현지 농장과 뉴욕 식품업계에 중요한 

인력과 유통 인프라를 늘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Ginsberg’s Foods와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활동은 우리 지역 및 지역 식품 시스템 발전에 필요한 지역 협력의 좋은 예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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