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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의주지사의주지사의주지사의 WAYNE 카운티의카운티의카운티의카운티의 MOTT 'S 확장확장확장확장 계획계획계획계획 발표발표발표발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Mott’s의 LLP, Dr Pepper Snapple 그룹의 자회사 (NYSE: DPS)가 N.Y. 

의 Williamson생산 시설에서 연 수백만 달러의 확장에 착수한다는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Mott’s 주스, 사과소스 및 기타 제품이 생산되는 공장의 리노베이션, 설비의 업데이트, 

신규공정라인 추가 등을 포함합니다.  

 

“Mott’s의 리노베이션 프로젝트는 우리가 뉴욕 북부의 사업을 성장시키고 새로운 경제 기회를 

창출 할 수 있게 하는 발전의 또 다른 예시가 됩니다.” 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또한 Wayne 

카운티의 주요 고용주들에게 일자리를 늘리게 하는 동안 이 투자는 Finger Lakes에서 농업 및 식품 

가공 산업을 강화합니다. 이 같은 프로젝트를 지원하여 북부 경제를 지원해 주는 것은 이 정부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1955 년에 문을 연, Mott’s의 Williamson 생산 공장은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뉴욕 서부 

사과 재배 지역의 중심부, Wayne 카운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Mott’s는 뉴욕 주 사과의 주요 

구매자입니다. 

 

Mott’s의 Williamson 공장은 미국에서 Dr Pepper Snapple Group이 운영하는 18개의 생산 시설 중 

하나입니다. 이 확장으로 인해 20개의 일자리가 창출 되고 회사는 빠르게 성장하는 Mott’s Snack & 

Go pouches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1 년 출시 된 Snack & Go는 전략적 계약을 맺은 제조 

업체에 의해 생산되었으며, 이동 중에도 즐길 수 있는 편리한 패키지에 Mott’s 사과소스를 

제공하며 일곱 개의 다양한 맛이 출시되었습니다. 

 

Dr Pepper Snapple 사장 겸 CEO Larry Young은 “Mott’s의 Snack & Go는 가족을 위해 영양과 맛이 

뛰어나며 편리한 제품을 찾는 엄마들에 의해 인정받았고, 우리는 Williamson 공장에 제품을 받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역인력을 육성하고 거의 60년 이상으로 전으로 돌아가 

뉴욕 서부와 좋은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Williamson에 있는 우리의 제조 역량을 확장하는 

노력에 대한 뉴욕 주의 지원에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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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ire State Development (ESD) 및 엑셀 작업 프로그램을 통해 뉴욕 주는 Mott’s 투자 제안 및 

일자리 창출을 약속하는 대가로 10 년간 성과 중심의 세금 공제를 30만 달러 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투자는 Finger Lakes 지역에 일자리를 유지하고 유치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mpire State Development 회장, CEO 및 위원 Kenneth Adams는 “Wayne 카운티의 경제에서 식품 

가공과 농업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뉴욕 주에서 일자리 창출은 Cuomo 주지사의 최고 

우선 순위이며 Empire State Development가 뉴욕 주에서 Mott’s의 성장을 계속 도울 수 있는 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상원 의원 Michael F. Nozzolio는 “우리 지역은 농업 산업, 특히 사과와 과일 생산 분야에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해왔습니다. Mott’s의 확장 소식은 Mott’s 공장에서 일하는 수백명 뿐만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농민들에게 이득이 됩니다. Cuomo 주지사와 Dr Pepper Snapple 그룹에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원 의원 Robert Oaks는 “이 확장은 Wayne카운티와 Finger Lakes지역을 위한 엄청난 승리 입니다. 

그것은 이미 광범위한 우리 지역의 식품 가공 산업에 더 중요한 일자리를 더합니다. Williamson의 

Mott’s 공장에 지속적으로 투자한 Dr Pepper Snapple 그룹에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Wayne 카운티 의장 및 Williamson의 관리자 James Hoffman는 “Wayne 카운티의 번성하는 사과재배 

농업 덕분에, Dr Pepper Snapple 그룹 확장과 투자를 위해 Empire State를 선택했습니다. 

수백만달러의 프로젝트는 오랜 기간 동안 좋은 고용주들을 보호 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뉴욕 주는 사과생산분야에서 전국 2위 입니다. Wayne 카운티는 농업 특히 사과로 알려져 있으며, 

자원에의 근접성은 Mott’s로 하여금 다양한 제품으로 수요를 충족 시킬 수 있도록 해줍니다.  

 

Mott’s 소개소개소개소개 

Mott's, Dr Pepper Snapple 그룹 (NYSE: DPS)의 브랜드는 사과 소스와 사과 주스의 국내 최고 생산자 

입니다. 1842 년부터 Mott’s는 자부심을 가지고 어른과 아이들을 위해 맛있고 영양가 있는 제품을 

만들어왔습니다. Mott’s는 오늘날의 바쁜 가족들의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 “간단한 솔루션(simple 

solutions)”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Mott’s는 Mott’s Original, Mott’s for Tots, Mott’s Medleys, Mott’s 

Healthy Harvest Sauce와 Mott’s Snack & Go Applesauce Pouches와 같은 다양한 주스와 소스를 

제공합니다. DPS는 북미와 카리브해 지역의 50개가 넘은 다른 음료브랜드와 Mott’s의 마케팅 및 

과실 음료에 있어 선두적인 생산자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Motts.com 또는 DrPepperSnapple.com를 

방문하십시오. 브랜드의 최신 뉴스 및 업데이트는 Facebook.com/Motts 혹은 Twitter.com/Motts를 

팔로우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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