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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이스트먼 비즈니스 파크(EASTMAN BUSINESS PARK, EBP)에서 

리데스트리 푸드 앤드 드링크(LIDESTRI FOOD AND DRINK)와 크롭스 N.V.(CROP'S 

N.V.) 사이에 맺어진 파트너십에 대해 발표  

  

65,000 평방 피트 규모의 새로운 시설에서 간이 식량을 생산하게 될 제휴 회사들  

  

120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게 될 5,130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 빈곤층 주민을 

위해 예비된 일부 일자리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고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이 지역의 종합 전략인 “핑거 레이크스 

포워드(Finger Lakes Forward)” 사업을 보완하는 주정부 투자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로체스터에서 식품 생산업체인 리데스트리 푸드 앤드 

드링크(LiDestri Food and Drink)와 벨기에의 크롭스 N.V.(Crop's N.V.) 사이에 맺어진 

파트너십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주정부의 지원을 통해,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이 회사들은 이스트먼 비즈니스 파크(Eastman Business Park) 소재 65,000 평방 

피트 규모의 새로운 시설에서 간이 식량을 생산하는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이 

파트너십을 통해 향후 5년간 123 개의 새로운 정규직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리데스트리(LiDestri)의 핑거 레이크스 지역 두 곳의 사업장에서 900 개의 일자리가 

유지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시설의 건설 공사외에도, 5,130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에는 

또한 생산 라인 추가 공사, 철도 확장 공사, 공공 설비 업그레이드 공사 등이 포함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혁신적인 프로젝트 및 파트너십에 투자함으로써, 

우리는 뉴욕주 전 지역의 주요 산업을 성장시키면서 뉴욕 주민을 위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파트너십은 이 지역의 위대한 농업 자산에 중점을 두고 계속 

성장시키며, 이 지역 전체 지역사회를 활성화시키고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 지역적으로 

설계된 핑거 레이크스 포워드(Finger Lakes Forward) 계획의 활동을 기반으로 할 

것입니다.”  

  

시정 방침(State of the State)의 일환 겸 예산 발표의 일환으로 로체스터에서 이 

프로젝트를 발표한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로 

로체스터에서 성장하고 있는 이스트먼 비즈니스 파크(Eastman Business Park)에서 

리데스트리(LiDestri)의 생산 운영을 크게 확대할 것입니다. 주정부의 지원으로, 이 



새로운 시설은 식량 및 농업 관련 산업을 더욱 성장시키고, 이 지역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것입니다. 이 투자는 핑거 레이크스가 농업 관련 산업계의 리더임을 계속 보장하기 

위한, 주정부 및 민간 회사들이 진행한 여러 투자 중 하나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위한 최대 400만 달러의 투자는 핑거 레이크스 포워드 업스테이트 활성화 

계획(Finger Lakes Forward Upstate Revitalization Initiative)을 통해 집행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400만 달러의 투자 또한 일자리 만들기 공약에 대한 대가로 엑셀시어 일자리 

세금 공제 프로그램(Excelsior Tax Credit Program)을 통해 지원될 수 있습니다. 

업스테이트 활성화 계획 자본 보조금(URI capital grant) 프로그램은 총 400만 달러의 

보조금 중 100만 달러의 보조금이 이 지역의 빈곤 퇴치 프로그램과 관련되어 있음을 

명시합니다. 이 회사는 로체스터-먼로 빈곤 퇴치 프로그램(Rochester-Monroe  

Anti-Poverty Initiative)의 자격 요건을 갖춘 직원 33 명을 고용해야 합니다.  

  

리데스트리 푸드 앤드 드링크(LiDestri Food and Drink)는 파스타 소스, 디핑 소스, 살사 

제품 등을 생산합니다. 이 회사는 또한 소스 및 디핑 소스, 오일 및 식초, 증류주 그리고 

유기농 제품에 대한 자체 상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회사는 원래 캔티사노 푸즈 

주식회사(Cantisano Foods, Inc.)로 1975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이 회사의 이름은 

2003년에 리데스트리(LiDestri) 가문이 인수한 후 변경되었습니다. 이 회사는 먼로 

카운티(페어포트 및 그리스-EBP)에 2 곳의 생산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데스트리(LiDestri)에 관한 보다 상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크롭스 N.V.(Crop's N.V.)는 유럽에서 냉동 식품을 생산하여 유통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단일 과일, 혼합 과일, 퓌레, 스무디, 베이커리, 과일 뷔페 등을 제공합니다. 과일 

뷔페는 적색 과일, 황색 과일, 감귤류 과일, 이국적인 과일, 숲 속 과일, 유기농 과일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 회사는 또한 단일 채소 및 스팀 채소, 채소 튀김, 구운 채소, 

바이오 제품 등도 제공합니다. 이 회사는 1948년에 설립되었으며, 벨기에에 본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또한 코스타리카와 칠레에서도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크롭스 

N.V.(Crop's N.V.)에 관한 보다 상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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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ard Zemsky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트먼 비즈니스 파크(Eastman 

Business Park)는 리데스트리(LiDestri) 및 크롭스 N.V.(Crop's N.V.)와 같은 회사들에게 

다시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이 회사들의 흥분되는 파트너십은 핑거 레이크스 

지역에서 머물고 성장하는 데에 따라 얻는 이점을 실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리데스트리 푸드 앤드 드링크(LiDestri Food and Drink)의 John C. LiDestri 공동 

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주민 가정을 위해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 가정이 혁신적인 최신 경향의 건강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럽 제휴 

회사들의 혁신적인 제품을 소개하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https://protect2.fireeye.com/url?k=55315f8c-0912b857-5533a6b9-0cc47aa8c6e0-fc127c4efc819ac6&u=http://www.lidestrifoodanddrink.com/
https://protect2.fireeye.com/url?k=7bf9ce0a-27da29d1-7bfb373f-0cc47aa8c6e0-31a1ac2d560a54e2&u=http://www.fruitbycrops.be/en/frozen-fruit-supplier.htm


핑거 레이크스 지역경제개발협의체(Finger Lakes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 공동의장인 Anne Kress 먼로 커뮤니티 칼리지(Monroe Community College) 

학장과 그레이터 로체스터 상공회의소(Greater Rochester Chamber of Commerce)의 

Bob Duffy 소장 겸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트먼 비즈니스 파크(Eastman 

Business Park)의 활성화 및 리데스티리(LiDestri)와 크롭스 N.V.(Crop's N.V.)와 같은 

기존 회사들을 지원하는 일은 핑거 레이크스 지역경제개발협의체(Finger Lakes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와 핑거 레이크스 포워드 계획(Finger Lakes 

Forward Initiative)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우리는 이 지역이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며, 기업들이 확장하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자신감과 

지원을 제공하여, 앞으로 오랜 기간 경제적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Joe Robach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리데스트리 푸드 앤드 

드링크(LiDestri Food and Drink)는 이스트먼 비즈니스 파크(Eastman Business Park)의 

혁신을 촉진하는 촉매제 역할을 해왔으며, 우리 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고용주 중의 한 곳이 되었습니다. 이 흥분되는 파트너십은 이스트먼 비즈니스 

파크(Eastman Business Park)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 넣으면서 더 많은 일자리를 유치할 

것입니다. 핑거 레이크스 지역경제개발협의체(Finger Lakes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의 일원으로서, 저는 이 프로젝트에 대한 주정부의 투자를 보게 

되고, 상당한 세금이 우리 지역사회에 되돌아 오는 것을 보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Harry Bronson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지역을 위해 애써주신 

리데스트리 푸드 앤드 드링크(LiDestri Food and Drink)의 John C. LiDestri 사장님과 해당 

팀 그리고 벨기에의 크롭스 N.V.(Crop's N.V.)에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 이 회사와 Cuomo 

주지사님이 발표한 사안은 로체스터 지역이 강하고 다양하며 숙련된 인력을 갖추고 

있으며, 미래에 일자리를 만드는 데 경제적인 입지를 확보했다는 점을 입증합니다. 

리데스티리(LiDestri)의 성장과 이 회사의 확장되는 로체스터 캠퍼스에서 추가로 생기는 

새로운 일자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먼로 카운티의 Cheryl Dinolfo 카운티 행정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리데스트리 푸즈(LiDestri Foods)는 우리의 주방 찬장 안에 보관된 양질의 많은 식품을 

먼로 카운티 바로 여기에서 생산해 왔습니다. 리데스트리(LiDestri)가 이 새로운 

파트너십으로 확장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먼로 카운티는 이 회사의 

지원 파트너가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여기에서 사업을 확장하고 지역 주민을 위해 

일자리 수백 개를 제공하겠다고 지속적으로 약속해주신 리데스트리(LiDestri)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레이터 로체스터 엔터프라이즈(Greater Rochester Enterprise)의 Matt Hurlbutt 사장 

겸 최고 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리데스트리 푸즈(LiDestri Foods)는 숙련된 인력 및 

완전히 통합된 식품 생산 공급망을 포함하여, 신속한 사업 확장 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뉴욕주 로체스터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귀중한 자산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트먼 비즈니스 파크(Eastman Business Park)에서 이용 가능한 적정 가격의 공공 

설비 및 인프라가 비즈니스 확장을 위해 이렇게 현명한 선택이 되었습니다.”  

  

이스트먼 비즈니스 파크(Eastman Business Park)의 사장인 이스트먼 코닥 

회사(Eastman Kodak Company)의 David Bullwinkle 최고 재무 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트먼 비즈니스 파크(Eastman Business Park)의 새로운 입주 기업은 

계속 이곳의 성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비즈니스 파크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약 110 개의 회사와 새로운 입주 기업의 인상적인 추진력을 통해, 우리는 2019년에 

여러 가지 새로운 일을 더욱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스트먼 비즈니스 

파크(Eastman Business Park)의 자원은 식품 및 음료 가공, 생물약제학, 연속 생산에 

대단히 적합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로체스터 소재 이스트먼 비즈니스 파크(Eastman Business Park)의 

지속적인 성공을 기반으로 합니다. 코닥(Kodak)이 100년이 넘는 기간 전에 사진 필름과 

인화지를 제조하기 시작했던 이 부지에 조성된 이스트먼 비즈니스 파크(Eastman 

Business Park)는 이 지역의 활력을 되찾으려는 목적으로 부지를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캠퍼스는 6,000 명이 넘는 직원들을 고용한 약 110 개의 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리데스트리 푸드 앤드 드링크(LiDestri Food and Drink) 외에도 온 

세미컨덕터(ON Semiconductor), 에임 포토닉스(AIM Photonics), 코닥(Kodak), 

듀퐁(DuPont), 시그너 케미스트리(SiGNa Chemistry), 해리스(Harris), 

케어스트림(Carestream), 컬럼비아 케어(Columbia Care), 오쏘 클리니컬 

다이어그노스틱스(Ortho Clinical Diagnostics), 러브 비츠(Love Beets), 어퀘스트 

디벨롭먼트(Acquest Development) 등과 같은 기업들이 이스트먼 비즈니스 

파크(Eastman Business Park)에 입주해 있습니다.  

  

핑거 레이크스 포워드(Finger Lakes Forward) 계획의 촉진  

오늘의 발표는 굳건한 경제 성장과 지역사회 발전을 창출하기 위한 지역의 종합 

청사진인 “핑거 레이크스 포워드(Finger Lakes Forward)”를 보완합니다. 뉴욕주는 이 

계획을 위한 준비작업을 위해서 2012년부터 이미 52억 달러 이상을 이 지역에 

투자했으며, 포토닉스, 농업, 식품 생산, 첨단 제조업 등을 비롯한 주요 산업에 

투자해왔습니다. 오늘날 실업률은 대공황 발생 전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에 이르렀으며 

개인과 기업의 소득세가 낮아지고 기업들은 로체스터, 바타비아 및 캐넌다이과 등의 

지역을 선택하여 성장과 투자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현재 이 지역은 Cuomo 주지사가 2015년 12월에 발표한 뉴욕주 업스테이트 활성화 

계획을 통해서 주에서 제공하는 5억 달러의 투자금으로 핑거 레이크스 포워드(Finger 

Lakes Forward)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5억 달러 투자는 민간 사업체들이 

25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도록 장려할 것이며, 제출된 이 지역의 계획에서는 최대 



8,200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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