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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지사와지사와지사와지사와  SCHUMER 상원의원상원의원상원의원상원의원, 위험에위험에위험에위험에 처한처한처한처한 약약약약 1,000개의개의개의개의 일자리를일자리를일자리를일자리를 구하고구하고구하고구하고 

업스테이트업스테이트업스테이트업스테이트 뉴욕뉴욕뉴욕뉴욕 투자를투자를투자를투자를 촉발하기촉발하기촉발하기촉발하기 위한위한위한위한 KRAFT-HEINZ와의와의와의와의 협정협정협정협정 발표발표발표발표 
 

회사가회사가회사가회사가 새새새새 주인을주인을주인을주인을 찾기찾기찾기찾기 위해위해위해위해 노력하는노력하는노력하는노력하는 동안동안동안동안 Avon, Walton 및및및및 Lowville 공장은공장은공장은공장은 계속계속계속계속 
조업하여조업하여조업하여조업하여 모든모든모든모든 일자리를일자리를일자리를일자리를 유지하고유지하고유지하고유지하고, Campbell 공장공장공장공장 폐쇄는폐쇄는폐쇄는폐쇄는 12-24 개월개월개월개월 연기연기연기연기  

 

주정부와주정부와주정부와주정부와 Kraft-Heinz는는는는 업스테이트업스테이트업스테이트업스테이트 공장공장공장공장 업그레이드를업그레이드를업그레이드를업그레이드를 위해위해위해위해 최대최대최대최대 5000만만만만 달러달러달러달러 
투자하기로투자하기로투자하기로투자하기로 약속약속약속약속 

Andrew M. Cuomo 지사와 연방 상원의원 Charles Schumer는 오늘 업스테이트 뉴욕 

전역에 약 10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Kraft-Heinz의 위험에 처한 공장들을 

구하기 위한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협정은 Kraft-Heinz가 뉴욕주 전역의 

상당한 고용 기반을 앞으로 다년간 보존하고 다수의 Kraft-Heinz 공장에 추가 투자 및 

성장을 위한 길을 닦도록 할 것입니다. 이 협정에 의거 Kraft-Heinz는 Avon, Walton 및 

Lowville 공장의 조업은 계속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Kraft-Heinz는 계획된 Campbell 

공장 폐쇄를 12-24개월 연기하고, 그 동안에 회사는 공장의 기존 고용을 유지할 새 

조업자를 찾는 노력에서 주, 연방 및 지역 관리들과 협력할 것입니다. 주정부와 회사는 

또한 Kraft-Heinz의 업스테이트 조업을 지원하고 현대화하기 위해 각각 적어도 200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Cuomo 지사는지사는지사는지사는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이러한 전면적 폐쇄의 전망은 매우 

실제적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커뮤니티들을 황폐화시킬 뿐만 아니라 뉴욕주의 낙농업과 

기타 산업에 파급 효과를 야기하였을 것입니다. 이 협정은 폐쇄를 뒤집어 지역의 수 백개 

일자리를 구하고, Kraft-Heinz가 업스테이트 경제에 수 백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하여 

앞으로 다년간 일자리 증가 가능성도 가져옵니다. 본인은 이러한 커뮤니티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이 각각의 공장들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우리와 협력하신 Schumer 

상원의원과 Kraft-Heinz에 감사합니다."  
 

상원의원상원의원상원의원상원의원 Schumer는는는는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수 백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매우 많은 

낙농민을 뒷받침하는 Kraft 같이 중요한 업스테이트 회사가 관련된 합병 후에 우리 

업스테이트 뉴욕 일자리에 미칠 부정적 충격에 대해 본인은 우려합니다. Avon, Walton, 

Campbell 및 Lowville의 뉴욕주 Kraft 공장들이 표적이 되어 수 천명의 가족들이 일자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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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을 심각한 위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Cuomo 지사와 함께 노력하여 우리는 이러한 

공장들의 폐쇄를 피하고; 일자리를 보호하며; 이 커뮤니티들 각각에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 성장에 투자하는 협정을 Kraft-Heinz와 맺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Kraft-Heinz를 

위해 좋고 일자리를 업스테이트 뉴욕에 유지하고 성장시키기 위해 좋은 윈윈 

협정입니다.” 
 

Cuomo 지사와 Schumer 상원의원이 협상한 이 협정의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AVON: 먼저, 이 협정은 Livingston 카운티 Avon 공장 폐쇄 계획을 뒤집을 것입니다. 

Lunchables 및 Cool Whip 제품을 생산하고, 총 405명을 고용하며, Livingston 카운티 

최대의 민간 부문 고용주인 Kraft-Heinz Avon 공장. Kraft-Heinz는 Avon 공장을 폐쇄하고 

405명 직원 전원을 해고할 계획이었습니다. 오늘 도달된 이 합의는 Avon 공장과 405개 

일자리 모두를 적어도 다음 5년간 유지할 뿐만 아니라 Avon을 다음 5년에 걸쳐 확장하고 

그 시설에 새 일자리를 추가하여 총 고용을 405명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Kraft 

Heinz의 약속도 포함합니다. 
 

WALTON: 둘째로, Kraft-Heinz는 Delaware 카운티 Walton 공장 폐쇄 계획을 뒤집을 

것입니다. Walton 공장은 141명을 고용하고 코티지치즈와 사우어크림을 생산합니다. 이 

공장은 폐쇄될 예정이었으며 141개 일자리 모두가 날아갈 뻔하였습니다. 오늘 도달된 이 

합의는 Walton 공장과 141개 일자리 모두를 적어도 5년간 유지하여 이 공장에서 

일시해고나 감축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LOWVILLE: 세째, Kraft-Heinz는 Lewis 카운티 Lowville 공장의 기존 직원들을 모두 

유지할 것입니다. Lowville 공장은 340명을 고용하고 필라델피아 크림치즈 제품을 

생산합니다. Lowville에 일자리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Kraft Heinz는 다음 5개년에 걸쳐 

Lowville 공장에 적어도 110개의 일자리를 추가할 것입니다.  
 

CAMPBELL: 네째, 이 협정은 Steuben 카운티 Kraft-Heinz Campbell 공장에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극히 중요한 길을 개설합니다. Polly-O String 치즈, 모짜렐라 치즈와 기타 

다양한 이태리 치즈를 생산하는 Campbell 공장은 폐쇄를 위한 Kraft-Heinz의 

일순위였습니다. 이 공장의 393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한 노력에서 Cuomo 지사와 

Schumer 상원의원은 Kraft-Heinz로부터 폐쇄를 늦추고, 공장을 적어도 다음 12~24개월 

동안 계속 운영하면서, 주, 연방 및 지역 관리들과 협력하여 공장을 계속 돌려 393개 

일자리를 유지할 전략적 구매자를 찾겠다는 약속을 확보하였습니다.  회사는 또한 

Campbell 공장을 떠나는 직원들에게 Avon 및 Lowville 공장의 새 자리를 위한 우선권을 

주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자본자본자본자본 투자투자투자투자: 마지막으로, 이 협정은 Kraft-Heinz와 뉴욕주 모두로부터 회사의 Avon, Walton 

및 Lowville 공장에 대한 매칭 자본 투자 계획을 포함합니다. 주의 투자는 초기에는 

회사도 2000만 달러를 투자하는 경우  다음 5개년에 걸쳐 최대 2000만 달러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5년 후에 Kraft-Heinz가 뉴욕주에서의 총고용을 감축하지 않고 

업스테이트 공장에 적어도 2500만 달러를 투자하면 ESD가 추가 500만 달러를 투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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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스테이트 뉴욕에 총 매칭 투자를 적어도 5000만 달러가 되게 할 것입니다.  
 

요약컨대, Kraft-Heinz와 뉴욕주 사이에 도달된 합의는 다음 12–24개월에 걸쳐 계획된 총 

939명 해고를 극적으로 줄일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협정은 뉴욕주에서의 순 

일자리 감축을 많아야 280으로 한정하고 Campbell 설비 매각 및 Avon 설비 확장을 통해 

계획된 감축을 줄이거나 아예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협정은 금년 여름 3G Capital에 의해 성사된 Kraft와 H. J. Heinz Company의 합병에 

따른 것입니다. 이 합병으로 촉발된 회사 내부 검토에서 Avon, Walton 및 Campbell의 

공장들을 폐쇄 후보로 지정하여 뉴욕주에서 총고용을 939개 일자리만큼 줄이고  

Lowville만을 뉴욕주 유일의 회사 공장으로 남길 계획이었습니다. 합병과 관련 검토 

소식을 듣고 Cuomo 지사와 Schumer 상원의원은 각각 Kraft-Heinz CEO Bernardo 

Hees를 접촉하여 뉴욕주에서의 고용 유지의 시급성을 표명하고 가능한 한 많은 

일자리를 구하고 미래 투자와 성장을 확보하기 위해 이 협정의 협상에서 회사와 

협력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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