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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및 SCHUMER 연방 상원의원, 캠벨의 시설에서 실직 위험에 처한 최소 

150 명의 일자리를 유지하며 서던 티어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게 될 크래프트-

하인즈(KRAFT-HEINZ)와 업스테이트 나이아가라(UPSTATE NIAGARA) 간의 계약에 

대해 발표 

 

크래프트-하인즈(Kraft-Heinz)의 캠벨 공장을 인수하고 폐쇄 방지를 위해 1,000만 달러의 

투자를 단행할 계획인 업스테이트 나이아가라(Upstate Niagara) 

 

시설 4 곳의 운영을 유지하며 업스테이트 뉴욕에서 1,000 명 이상의 고용을 유지하게 될 

2015년도 합의 및 주정부의 후속 조치 노력 

 

 

Andrew M. Cuomo 주지사와 Charles Schumer 연방 상원의원은 오늘, 스튜벤 카운티의 

캠벨에 위치한 공장 폐쇄 및 실직 위험에 처한 크래프트-하인즈(Kraft-Heinz)의 시설과 

더불어 적어도 재직 중인 직원 150 명을 구하게 될 계약이 성사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업스테이트 뉴욕 여러 지역의 회원 농장들로 운영되는 낙농 협동조합인 업스테이트 

나이아가라(Upstate Niagara)는 크래프트 (Kraft) 소유의 캠벨 시설을 인수할 예정이며 

가능한 한 많은 수의 재직 중인 직원들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기계 및 장비에 1,000만 

달러의 투자를 단행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계약을 통해 캠벨 지역사회에서 앞으로 수년간 

경제적 엔진이자 주요 고용주 역할을 이어나갈 이 시설에 새로운 평생 임대 계약을 

제공합니다. 여기서 분명히 밝힙니다. 이 공장은 정말로 문을 닫을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는 이 지역을 황폐화시키고 아울러 이 지역 전체와 뉴욕의 낙농 산업에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공장을 구입하기 위해 이 위대한 

업스테이트 회사를 발견하는 데 협력해 주시고 이 공장과 공장 폐쇄를 목전에 둔 기타 

크래프트-하인즈(Kraft-Heinz) 공장들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도움을 주신 Schumer 

연방 상원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Schumer 연방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과 제가 힘을 모아 

크래프트-하인즈(Kraft-Heinz)와 체결한 이 계약은 우리 모두가 치즈에 대해 말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뉴스입니다. 1년 넘게 저희는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협력해 



왔습니다. 저희는 캠벨 공장이 붕괴되기 직전인 혹독한 상황에서 오늘날 저희가 맞이한 

이 상황까지 왔습니다. 한 업스테이트 뉴욕 기업이 이 공장을 구매한 후 계속 운영할 

것입니다. 지역 낙농가 및 지역 경제와 더불어 수십 수백명의 공장 직원들의 일자리가 

지켜질 것입니다. 저는 캠벨 공장을 현대화시키기 위한 뉴욕의 투자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장래에 이곳에서 우리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대단히 

실질적인 전망을 품고 있습니다.” 

 

업스테이트 나이아가라(Upstate Niagara)는 웨스턴 뉴욕, 핑거 레이크스, 서던 티어, 

센트럴 뉴욕, 노스 컨트리, 모호크 밸리 등지의 회원들이 주축이 되어 1971년에 

고품질의 낙농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해서 성장해 온 농장 및 낙농 협동조합입니다. 

업스테이트 밀크(Upstate Milk)로 시작한 사업이 수년간 꾸준히 성장했습니다. 최근에는 

업스테이트 뉴욕 전 지역, 버펄로에서 바타비아와 로체스터를 지나 가장 멀리는 노스 

로렌스까지 추가로 유체 및 제조 시설을 구입하면서 지난 몇 년 동안 빠르게 성장해 

왔습니다. 업스테이트 나이아가라 코퍼레이티브(Upstate Niagara Cooperative)는 가족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360 곳이 넘는 농장들을 통해 유지되는 미국에서 가장 크고 안정적인 

낙농 협동조합 중 하나입니다. 

 

2015년 11월, Cuomo 주지사와 Schumer 연방 상원의원은 크래프트-하인즈(Kraft-

Heinz) 임원들과 협력하여 업스테이트 뉴욕 여러 지역에서 일하는 직원들 약 1,000 명을 

위해 시설 3 곳의 폐쇄 및 직원 해고를 막았습니다. 그 합의에 따라 크래프트-

하인즈(Kraft-Heinz)는 수천만 달러를 투자하여 운영 시설을 현대화 하면서 에이번, 월튼, 

로우빌의 공장들을 지속적으로 운영했습니다. 또한 크래프트-하인즈(Kraft-Heinz)는 

계획된 4번째 시설인 캠벨 공장의 폐쇄를 1년에서 2년 동안 연기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 기업은 새로운 운영자를 찾아내기 위해 주정부, 연방정부, 지방정부 공무원들과 함께 

협력하여 일했습니다. 

 

업스테이트 나이아가라(Upstate Niagara)는 또한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와 1,000만 달러를 투자하여 남아있는 125 명의 일자리를 유지하고 

1년 안에 150 명 이상으로 고용을 늘리기 위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대가로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SD)는 기계 및 장비 구매 및 설치를 포함하여 이 시설의 전환을 

돕기 위해 최대 5 백만 달러의 보조금을 제공했습니다.  

 

크래프트 하인즈 컴퍼니(The Kraft Heinz Company)의 Michael Mullen 기업 및 정부 

업무부(Corporate & Government Affairs) 수석 부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업스테이트 나이아가라 코퍼레이티브(Upstate Niagara Cooperative)가 캠벨의 낙농 

시설을 구입하기로 동의하고 크래프트 하인즈(Kraft Heinz)와 장기간 공동 포장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하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이번 거래를 통해 캠벨에서 적어도 125 

명의 일자리를 유지할 것입니다. 이 일자리는 1년 내에 150 개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그동안 우리 고객님들은 당사의 낙농 제품 서비스에 전혀 불편함을 느끼시지 

못할 겁니다. 이번 거래에 대한 약속의 일환으로, 크래프트 하인즈(Kraft Heinz)는 캠벨 



시설을 개선하고 유지 보수하기 위해 300만 달러에서 500만 달러의 투자를 지속적으로 

단행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업스테이트 나이아가라 코퍼레이티브(Upstate Niagara Cooperative)의 Larry Webster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수 주 안에 캠벨 치즈 공장(Campbell 

cheese facility)을 저희 기업에 합병시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전체 농가들이 

소유한 낙농 협동조합이 주체가 된 이번 인수는 당사의 협동 조합 및 캠벨 시설의 

지속적인 장기 성장을 위해 우리 소유주 회원사들의 투자로 이루지는 것입니다. 저희는 

우리 고객님들께 추가적인 제품과 제조 역량을 제공하면서 이 지역사회 내에서 제조업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된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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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ard Zemsky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거래는 주지사님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크래프트-하인즈(Kraft-Heinz) 및 업스테이트 나이아가라(Upstate 

Niagara)가 공장을 현대화시키고 적어도 150 명의 일자리를 살리면서 새로운 주인이 

되는 거래를 성사시키는 데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SD)가 도울 수 있었다는 점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낙농 경제는 우리 업스테이트 경제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Cuomo 주지사님은 그러한 낙농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일을 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경제 개발은 팀 스포츠입니다. 저희는 또한 성공적인 해결책을 찾는 훌륭한 팀워크에 

대해 스튜벤 카운티 산업 개발청(Industrial Development Agency, IDA)의 파트너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5년도의 계약은 그 해 여름 성사된 크래프트(Kraft)와 에이치 제이 하인즈 컴퍼니(H. 

J. Heinz Company)의 합병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합병은 에이번, 월튼, 로우빌, 

캠벨 등의 시설들을 폐쇄 후보로 지정하여 뉴욕주에서 약 1,000개의 일자리만큼 

총고용을 줄이는 기업 내부 검토를 촉발시켰습니다. 합병 소식 및 그와 관련된 검토 

소식을 듣고 Cuomo 주지사는 크래프트-하인즈(Kraft-Heinz)의 Bernardo Hees 최고 

경영자에게 뉴욕에서 고용 유지의 긴급성을 표현하기 위해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많은 일자리를 구하고 미래의 투자와 성장을 보장하기위한 협상에서 Schumer 

연방 상원의원과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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