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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는주지사는주지사는주지사는 CREATIVE FOOD INGREDIENTS가가가가 WYOMING 카운티에서카운티에서카운티에서카운티에서 확장하고확장하고확장하고확장하고 일자리일자리일자리일자리 추가추가추가추가 발표발표발표발표 

 

쿠키쿠키쿠키쿠키 제조제조제조제조 업체는업체는업체는업체는 Perry에에에에 시설을시설을시설을시설을 확장하고확장하고확장하고확장하고 50개개개개 이상의이상의이상의이상의 포지션으로포지션으로포지션으로포지션으로 고용을고용을고용을고용을 증가증가증가증가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캐다가 소유의 쿠키, 쿠키 부분, 쿠키 부스러기 등을 제조하는 

Creative Food Ingredients가 Perry의 시설에 75,000 평방 피트의 추가 건설을 할 것이고 이는 더 큰 

생산과 비용 절감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 회사의 가장 큰 고객은 Hershey이며 이로 56명의 회사 

직원을 130명까지 추가할 것입니다. 건설은 이번 달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Creative Food Ingredients 같은 제조 회사는 북부 경제의 중추의 일부이며, 이 지역에 걸쳐 뉴욕 

주민을 위한 일자리와 새로운 기회를 창출 수단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합니다”라고 Cuomo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저는 주에서 이러한 기업의 시설과 인력을 확장하는 것을 돕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미래의 지속적인 번창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Creative Food Ingredients의 CEO Michael O’Flaherty는 “우리는 정부의 다양한 부분에서 인식과 

지원을 받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우리는 Perry에서 제조만 20년에 근접하고 우리는 지역 사회와 

지역에 추가적인 고용 기회를 가져오는 전망에 대해 기쁘게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Ontario주 Mississauga에 본사를 둔 이 회사는 빠르게 성장하고 경영자들은 Creative Food Ingredients의 

유일한 생산 시설이며 현재 12만 5천 평방 피트인 Perry 부지에서 추가적인 투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는 땅콩과 트리 너트가 없는 Skeeter라는 새로운 쿠키 브랜드 같은 여러 대형 계약과도 일치합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 (ESD), 주의 경제 개발 기관은 이러한 투자를 할 동기가 있으나 매우 낮은 

가동과 숫자에 있어 지원이 필요했던 회사의 경영자들과 만났습니다. Perry에서 만들 프로젝트를 

보장하기 위해서 Wyoming 카운티와 ESD 모두에서 인센티브가 필요했습니다. 

 

이 회사는 이 프로젝트에 280만 달러를 투자 할 것입니다. 뉴욕주는 Creative Food Ingredients의 

일자리 창출 약속에 대한 보답으로 성과 중심의 Excelsior Jobs Program 세금 공제에서 50만달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Wyoming 카운티 IDA는 모기지와 판매세 면제와 함께 PILOT을 포함하는 약 

533,599달러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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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ire State Development의 사장, CEO 겸 위원 Kenneth Adams는 “ Creative Food Ingredients의 

확장은 Wyoming 카운티에 좋은 소식이며 지역에서 새로운 일자리와 기회를 창출하면서 제조 

업체들이 그들 고객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위치하게 합니다.” 

 

Wyoming 카운티 IDA 전무 이사 James Pierce는 “IDA와 ESD의 경제 개발 파트너십은 Perry와 

Wyoming 카운티에서 Creative Food Ingredients이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매력적인 

인센티브 패키지를 제공하기 위해 협력하였습니다. 우리는 성취와 이 회사의 성장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우리는 Wyoming 카운티에서 그들의 투자와 56개의 새로운 일자리 약속에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Creative Food Ingredients에서 가장 큰 고객은 Hershey이며 Hershey 및 다른 업체들을 위해 모든 

종류의 쿠키 제품을 만들고 Twix 바에 들어가는 쿠키나, Perry의 쿠키 및 크림 아이스크림에 

들어가는 부서진 Oreos 같은 것을 만듭니다. 이 회사는 여러 회사에 대한 너트가 없는 쿠키 제품의 

라인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Creative Food Ingredients은 본인은 “나무 너트 및 땅콩 없는 시설”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상원 의원 Patrick M. Gallivan은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Wyoming 카운티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보게 되어 흥분됩니다. 그 Perry 시설에 투자하는 Creative Food의 결정은 우리 국민이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일자리와 제품을 만들어 지역 경제에 기여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Wyoming 카운티 의장 A. D. Berwanger는 “저는 Wyoming 카운티에 남아 성장하기로 한 Creative 

Food Ingredients의 결정에 박수를 보내고 식품 및 제조 산업 분야에서 지역의 많은 특성을 재확인 

합니다. 나는 사업을 지원하고 미래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이 성장하는 회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한 Cuomo 주지사와 Wyoming 카운티 IDA에 감사 드립니다.”라고 말했습니다. 

 

Creative Food Ingredients 소개소개소개소개 

뉴욕에 위치한 상업 빵집으로, 회사의 임무는 고객의 각 우수한 제품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세부 

사항, 정밀함과 자부심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생산하는 모든 제품의 기초 역할을 합니다. 산업 

시장의 수요에 초점을 맞추어, 회사의 고객은 자신의 요구에 대해 일관적이고 적시에 충족할 수 

있도록 보증합니다. 오직 고품질의 재료만이 사용되는 제조 공정의 시작부터 회사의 온도 및 습도 

제어가 되는 창고까지 회사의 품질에 대한 원칙은 전혀 손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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