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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사 ANDREW M. CUOMO

CUOMO 주지사,
가 뉴욕주 중부 지역에 443개의
개의 일자리를 유지할
주지사 ANHEUSER-BUSCH가
것임을 발표

이 세계 유수의 양조업체 겸 톱 5 소비자 제품 회사가 Baldwinsville 설비에 6200만
달러를 투자할 것입니다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세계 유수의 양조업체 겸 톱 5 소비자 제품 회사인
Anheuser-Busch InBev가 Baldwinsville 장소에서 크래프트 맥주를 생산하고 기계 장비를
업그레이드하며, 443개의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Baldwinsville 설비에 6200만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투자는 수 백개의 일자리를 유지하고Anheuser-Busch가 바로 여기 뉴욕주에 머물고
성장하도록 할 것입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Anheuser-Busch는 이 주
전역에서 경제 활동의 주요 동인인데 본인은 이 투자가 이 주요 산업의 미래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여 자랑스럽습니다.”
“Baldwinsville 양조장의 조업을 향상하는 새 능력에 투자하는 것은 긴요합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역에 제공하는 수 백개의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Anheuser-Busch의
의 공급 담당 부사장 겸 수석 양조감독 Pete
Kraemer가
가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모두 고객이 요구하는 훌륭한 맥주를 생산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데 이것은 지역을 위한 우리의 헌신을 과시합니다.”
18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미국 기원의 Anheuser-Busch는 미국 전역에서 12개의
주력 양조장을 운영하며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맥주인 Bud Light를 포함하여 200여
맥주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자랑합니다. AB는 미국에서 맥주 판매량의 46%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Anheuser-Busch는 주 전역에 수 백개의 일자리를 유지할 것입니다"라고 Empire State
Development의
의 총재,
가 말했습니다.
총재 CEO & 커미셔너인 Howard Zemsky가
말했습니다 "Cuomo
지사의 리더십 덕분에 최상위 글로벌 기업들은 그들의 조업을 성장 확대시키기에
뉴욕주보다 더 좋은 선택은 없다는 것을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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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의 Baldwinsville 양조장은 65개 이상의 브랜드를 생산하는데, 규모가 150만
평방피트이고 하루 180대의 트럭을 출하할 수 있습니다. Baldwinsville은 전통적으로
혁신과 창의성의 선두에 있었는데, 이 투자는 그들이 혁신을 지속하도록 합니다. 새
능력을 추가하고 효율성을 증대하며 기존 조업을 지탱하기 위해 2011년 이래 수 천만
달러가 Baldwinsville 양조장에 투자되었습니다.
Anheuser-Busch가 업스테이트 뉴욕의 설비에 투자하고 머물도록 장려하기 위해
뉴욕주의 주요 경제개발 기관인 Empire State Development는 이 회사에 이행 기반
Excelsior Jobs 프로그램 세금 감면으로 200만 달러를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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