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년 7월 11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바타비아에서 200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에이치피 후드(HP 

HOOD)의 확장에 대해 발표 

 

유휴 낙농 시설에 2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230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기업 

  

경제를 성장시키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기 위한 이 지역의 성공적 전략 계획인 “핑거 

레이크스 포워드(Finger Lakes Forward)” 계획을 통해 지원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바타비아의 제네시 밸리 애그리-비즈니스 

파크(Genesee Valley Agri-Business Park)에 소재한 데어리 파머스 어브 아메리카(Dairy 

Farmers of America)의 공장을 유제품 제조회사인 에이치피 후드 유한회사(HP Hood 

LLC)에 매각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요구르트를 제조하기 위해 원래 뮬러-퀘이커(Muller-

Quaker)가 건설한 이 공장을 후에 전국적인 농부 소유 유제품 협동조합인 미국 

낙농협회(Dairy Farmers of America, DFA)가 2016년에 구입했습니다. 에이치피 

후드(HP Hood)는 수년 동안 2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예정이며 5년 동안 뉴욕주에서 

230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유제품 기업 중 한 곳의 

주요한 약속이 일자리 수백 개를 만들어 내고 핑거 레이크스에 대한 새로운 투자를 

촉진하게 되어 이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 넣을 것입니다. 농업 및 식품 가공업은 

업스테이트 활성화 계획(Upstate Revitalization Initiative) 경제 성장의 핵심 축입니다. 

따라서 이 최신 투자는 지역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우리의 다각적인 전략이 성공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미국 낙농협회(DFA)의 Rick Smith 사장 겸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원래 이 공장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공장이 낙농업계와 이 

지역을 위해 중요한 우유 공급 낙농 지대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요 

목표는 이 시설이 낙농업계에서 오랜 기간 활동적으로 유지되도록 보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12 곳 이상의 유제품 기업들과 함께 기회를 모색했으며 에이치피 

후드(HP Hood)가 현지 우유 공급 낙농 지대 및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공장을 유지하는 

것이 아주 적합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이치피 후드 유한회사(HP Hood LLC)의 John A. Kaneb 사장 겸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더 커다란 시설을 찾고 있을 때 위대한 뉴욕 주에서 시설을 확장 할 

수 있는 기회를 시기적절하게 찾을 수 있어서 정말 운이 좋았습니다. 저희는 제네시 

카운티 경제 개발 센터(Genesee County Economic Development Center)의 수완이 

비상하고 사업에 능숙한 팀을 환영합니다. 저희는 현지 지역사회를 지지하는 구성원이 

되어 좋은 선택을 내리는 고용주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후드(Hood)는 유통 기간이 늘어난 음료를 생산하기 위해 363,000 평방 피트의 유휴 

시설인 최첨단 공장을 재사용할 예정입니다. 이 기업은 또한 10만 평방 피트 규모의 냉장 

창고를 건설할 것입니다. 후드(Hood)는 이번 여름에 공사를 시작하여 2019년 2분기에 

운영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건설 과정에서 약 2,600만 달러 규모의 급여를 수령하게 될 

일자리 524개가 만들어 질 것입니다. 후드(Hood)에는 우유, 크림, 커티지 치즈, 사우어 

크림 등과 같은 유액 및 발효 유제품을 제조하는 또 다른 제조 시설 4 곳이 뉴욕주에 

있습니다. 

  

취업 기회에 관심이 있는 지역사회 주민은 1-800-428-6329로 전화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는 실적 기반 엑셀시어 일자리 프로그램 세금 공제(Excelsior Jobs 

Program tax credits)를 최대 500만 달러까지 제공하고 업스테이트 활성화 계획(Upstate 

Revitalization Initiative)의 자본 보조금 200만 달러를 제공합니다. 제네시 카운티 경제 

개발 센터 위원회(Genesee County Economic Development Center board)는 또한 현 

PILOT을 개정할 것입니다. 이것은 후드(Hood)에 10년간 700만 달러 이상의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이 지역에 33,000만 달러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총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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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ard Zemsky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타비아 소재 에이치피 후드(HP 

Hood)의 새로운 공장은 낙농 제품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이 공장은 현지 영농인들에게 

지원을 제공하고 낙농업계의 지속적인 성장과 성공을 지원할 것입니다.” 

  

뉴욕주 농업시장부(NYS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Markets)의 Richard A. Ball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이치피 후드(HP Hood)가 구입한 이 시설은 어려운 

시기를 경험하고 있는 뉴욕의 낙농업계 지역사회에 아주 좋은 뉴스입니다. 이 확장은 

우리 주 낙농업자들이 우유를 판매할 수 있는 또 다른 시장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소비자를 위해 혁신적인 유제품을 만들고 투자와 새로운 일자리를 통해 지역 

경제를 지원하도록 유휴 시설이 다시 재가동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네시 카운티 지역 개발 센터 위원회(Genesee County Economic Development 



Center Board)의 Paul Battaglia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일은 제네시 카운티와 

이 지역에서는 엄청난 뉴스입니다. 에이쥐 파크(Ag-Park)에 이처럼 막대한 투자를 

단행한 에이치피 후드(HP Hood)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 프로젝트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와 핑거 레이크스 

지역경제개발협의체(Finger Lakes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를 포함한 

우리 경제 파트너들 사이의 지속적인 협력 사항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시설을 다시 

재가동시키고 주민들의 취업 기회가 만들어 지는 것을 돕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메사추세츠주 린필드에 본사를 둔 에이치피 후드(HP Hood)는 매년 2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17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기업입니다. 버논, 오네이다, 아크포트, 

레이파지빌 등 4 곳에 뉴욕주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뉴욕은 약 5000 곳의 낙농장과 60만 마리 이상의 젖소를 통해 미국의 주요 유제품을 

생산하는 곳 중 한 곳입니다. 뉴욕의 낙농업은 또한 우리 주의 가장 큰 농업 분야입니다. 

대부분의 농장이 뉴욕주의 농업 경제 구조를 지원하고 있는 가족 단위로 운영하는 

사업체입니다. 2015년에 뉴욕에서 낙농 커뮤니티는 25억 달러의 매출을 일으켰으며, 

낙농업에서 거의 20,000명을 고용했습니다. 

  

Michael H. Ranzenhofer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낙농업은 우리 지역 

경제의 주요한 원동력입니다. 이제 제네시 카운티에 새로운 일자리 수백 개를 만들게 될 

이름이 널리 알려진 가장 큰 유제품 기업 중 한 곳이 자리잡게 될 것입니다. 저는 2억 

달러를 투자하여 유휴 시설을 전환한 에이치피 후드(HP Hood)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뉴욕주 하원 다수당의 Joseph D. Morelle 원내총무는 이렇게 말습니다: “뉴욕은 농업 

분야에서 전례없는 성장을 계속 경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제품 가공 산업계는 

Cuomo 주지사님의 지속적인 리더십과 공약에 감사드립니다. 이 새로운 에이치피 

후드(HP Hood) 시설은 우리 지역사회의 일자리 증가를 더욱 북돋우며 주민들에게 

고임금 일자리를 제공하고 우리의 농업 생산 기반을 지원하는 지역사회에 대한 또 다른 

흥분되는 투자입니다.”  

  

Steve Hawley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의 농업과 영농 산업은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산업 중 하나입니다. 이 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낙농 회사 중 

한 곳의 이 엄청난 투자는 제네시 카운티 바로 이곳이 세계적인 수준의 유제품과 농업 

경제를 창출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경제 개발은 우리 주의 성공에 다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는 우리 지역 경제를 강화하고 지역 일자리를 수백 개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저는 이 일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신 주정부와 지역 리더 모두에게 

감사 드리고 싶습니다. 성장하고 있는 웨스턴 뉴욕이 계속 성공을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후드(Hood) 소개 



 

1846년에 설립된 후드(Hood)는 오늘날 미국에서 이름이 널리 알려진 가장 큰 유제품 

기업 중 한 곳입니다. 후드(Hood)의 국내 및 지역별 슈퍼 브랜드 제품과 프랜차이즈 

제품의 포트폴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후드(Hood), 크로울리 푸즈(Crowley Foods), 

심플리 스마트 밀크(Simply Smart Milk), 헬루바 굿!(Heluva Good!), 

랙트에이드®(LACTAID®), 베일리스® 커피 크리머스(BAILEYS® Coffee Creamers), 

허시®스 밀크 앤 밀크 셰이크(HERSHEY®’S Milk and Milkshakes) 블루 다이아몬드 

아몬드 브리즈®(Blue Diamond Almond Bree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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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정부는 이 

계획을 위한 준비작업을 위해서 2012년부터 이미 34억 달러 이상을 이 지역에 

투자했으며, 포토닉스, 농업, 식품 생산 및 고급 제조업을 포함하는 주요 산업에 

투자해왔습니다. 현재, 실업률은 대공황 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며, 개인과 기업의 

소득세가 낮아졌고, 기업들은 성장 및 투자를 위한 장소로 로체스터, 바타비아 및 

캐넌다이과 등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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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Upstate Revitalization Initiative)을 통해 뉴욕주에서 제공하는 5억 달러의 

투자금으로 핑거 레이크스 포워드(Finger Lakes Forward) 계획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주에서 제공된 5억 달러의 투자금은 민간 사업체들이 25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도록 

장려할 것이며, 제출된 이 지역의 계획에서는 최대 8,200개까지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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