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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Medina Business Park에서 13에이커 부지에 면적이 

68,000평방피트의 Pride Pak Canada Ltd.의 최신 시설을 착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캐나다 최대의 신선 과일 및 야채 가공업체인 Pride Pak은 미국 고객과 더 친밀한 관계를 

쌓기 위해 Orleans 카운티에 최첨단 기계와 장비를 들여놓기 위하여 2,000만 달러 

이상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는 "이 기업은 이 새로운 상거래 허브에 안착함으로써 이 지역에 새로운 

일자리를 가져올 뿐 아니라 지역 농민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다른 기업들이 이 지역에 

입주할 수 있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조치는 Finger Lakes 

지역주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Pride Pak CEO인인인인 Steve Karr는 "Pride Pak은 Orleans 카운티와의 이 협업을 매우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서로 간 매우 유익한 기회입니다. Pride Pak은 

사업을 확장하고 고객 기반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동시에 Orleans 카운티는 이 지역의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Ontario 카운티의 Pride Pak은 현재 자사 제품의 35%를 미국 시장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Wegmans Food Market 등 기타 여러 업체에 가공된 신선한 야채를 포장해서 

공급합니다. 이 야채는 냉동하지 않고 신선한 상태로 포장됩니다.  
 
이 시설은 당근 및 기타 "뿌리 채소"를 재배하는 지역 농민과 함께 협력하고 있으며 Pride 

Pak의 캐나다 고객에 보내는 샐러드의 일부와 함께 샐러드를 포장합니다. Pride Pak은 

매달 제품의 약 45 트럭 분량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매달 220톤씩 쏟아지는 채소 

폐기물은 동물 사료 및 비료로 사용하는 지역 축산 농가에 제공됩니다. 
 
국가 기관으로부터의 경제 지원과 원조는 뉴욕주에서 Pride Pak 유통 사업 입지에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뉴욕주는 Empire State Development를 통해 Excelsior 

세액공제를 최대 200만 달러까지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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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전력 당국은 또한 일자리 및 자본 투자 약속에 대한 보답으로 Pride Pak에 저렴한 

전기 공급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Pride Pak은 뉴욕주 주택 및 지역사회 재건부(New 

York State Office of Homes and Community Renewal)로부터 75만 달러의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Steve Hawley 하원의원하원의원하원의원하원의원은 "올해는 우리 지역에서 경제 개발 사업이 가장 크게 발전했던 

한 해"라고 말했습니다. "Medina Business Park에 신축 Pride Pak 과일 및 야채 가공 

공장 시설이 들어오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이 사업이 꾸준히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신축 시설은 약 200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곳 뉴욕 

서부 지역의 고객들에게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할 것입니다. 또한, 남은 과일과 야채 

폐기물은 우리 지역의 농업 산업의 발전을 위해 지역 축산 농가에 제공될 예정입니다. 

Empire State Development, Cuomo 주지사, 그리고 지역 리더들과 함께 이 지역에 이 

훌륭한 사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합류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Jane Corwin 하원의원하원의원하원의원하원의원은 "Upstate New York의 경제 성장과 우리 지역에 새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취임 이후 제가 해야 할 최우선순위였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개발을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Cuomo 주지사와 우리 현지 파트너와 협력하는 가운데 주 

의회에서 달성한 것을 모든 것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Pride Pak은 Orleans 

카운티에 큰 자산이 될 것이며 우리 지역 경제에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든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 대한 이 지속적 투자는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우리 아이들이 바로 이곳 뉴욕주에서 기회를 얻을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Rob Ortt 주상원의원주상원의원주상원의원주상원의원은 "가장 절실한 지역에 약 2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가능성과 

함께 이 프로젝트는 Medina 지역에 반가운 소식이 될 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재배한 식품 

수요가 계속 증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역 농민들과 협력하게 

될 이 신축 Pride Pak 시설은 우리 경제의 농업 산업을 강화하는 동시에 소비자들에게 

신선하고 건강에 유익한 저렴한 과일과 야채를 공급할 수 있게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들 

그룹에 걸쳐 우리 파트너들과 협력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Orleans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의회의회의회의회 의장의장의장의장 Dave Callard는 "Orleans 카운티에 입주한 Pride Pak을 

환영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Pride Pak은 개발 중인 우리 농업 

클러스터와 매우 잘 맞습니다. 이들이 신규 벤처를 개발함에 따라 우리의 새로운 

파트너와의 오랜 상호 이익 관계를 갖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Medina 카운티 소재의 이 Pride Pak 시설은 2016년 봄에 완공될 예정이며 가동 시기는 

2016년 6월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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