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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로체스터에 제네시 친환경-맥주공장 지구 (GENESEE ECO-BREWERY 

DISTRICT)를 착공하는 노스 아메리칸 맥주회사 (NORTH AMERICAN BREWERIES, 

NAB)에 대해 발표 

 

로체스터에 128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낼 5,000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 

 

경제 성장과 새로운 기회의 창출을 위한 지역 단위의 성공적 업스테이트 활성화 계획 

(Upstate Revitalization Initiative)인 “핑거 레이크스 포워드 (Finger Lakes Forward)” 

계획을 보완하는 투자 

 

여기, 여기 그리고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친환경 맥주공장 확장 계획 렌더링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노스 아메리칸 맥주회사 (North American 

Breweries)가 로체스터시에 “제네시 친환경-맥주공장 지구 (Genesee Eco-Brewery 

District)”를 만들기 위한 5개년 계획의 제 1단계에 착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5,000만 

달러 규모의 이 프로젝트를 통해 로체스터를 맥주양조 및 음료 관련 관광산업의 최고 

여행 목적지로 만들어 뉴욕주 맥주 업계의 품질 기준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면서 제네시 

맥주공장 (Genesee Brewery)의 사업을 성장시켜 120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낼 예정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네시 맥주공장 (Genesee Brewery)의 확장은 

우리가 어떻게 로체스터의 많은 강점을 활용하여 경제 성장을 촉진하여 이 지역 전체의 

일자리 기회를 만들어내는 지에 대한 분명한 사례입니다. 제네시 맥주공장 (Genesee 

Brewery)의 풍부한 역사를 기반으로 협력하여 이 회사의 훌륭한 미래를 지원하기 위해 

돕는 것은 우리가 추진하는 핑거 레이크스 포워드 (Finger Lakes Forward)를 추진하는 또 

한 가지의 방법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제 1단계에서는 맥주공장 현대화 공정에서 눈에 가장 잘 뜨이는 부분인 

세인트 폴 스트리트의 새로운 13,000 평방 피트 규모의 양조공장 “콜드 블록 (cold 

block)”에 초점을 맞출 예정입니다. 이 시설에는 드라이 호핑 시스템, 효모 분리기 및 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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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 성분 추가 시스템, 세척 시스템 등이 포함될 것입니다. 이 건물은 또한 고객들과 

관광객들이 맥주를 만드는 방법을 직접 볼 수 있도록 유리창으로 된 두 개 층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이 시설 뒤에 새롭게 설치하는 옥외 발효실이 포함되며 이 

시설을 통해 제네시 맥주공장 (Genesee Brewery)은 보다 다양한 종류의 맥주 스타일과 

향료를 보다 효율적으로 발효시킬 수 있습니다. 

 

Kris Sirchio 제네시 (Genesee)의 모회사인 노스 아메리칸 맥주회사 (North American 

Breweries)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Cuomo 주지사님의 변함없는 

지지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 프로젝트는 제네시 (Genesee)와 로체스터 지역사회 및 

뉴욕주에 대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제네시 (Genesee)를 

유지하고 잠재력을 발휘하기 위해 투자하고 있습니다. 맥주공장을 현대화하여 저희는 

보다 효율적으로 사업을 지속하고 확장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Howard Zemsky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 (Empire State Development, ESD) 사장 

겸 최고경영자 및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네시 친환경-맥주공장 지구 

(Genesee Eco-Brewery District)는 뉴욕주의 개선된 기업 환경이 어떻게 뉴욕주의 

기업들이 뉴욕주에서 성장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최신 

사례입니다. Cuomo 주지사님의 리더십 아래, 중요한 생산업체로서의 오랜 전통을 통해 

수제 음료 사업은 번창하고 있습니다. 핑거 레이크스 지역은 이 급성장하는 산업이 

제시하는 기회를 활용하기에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노스 아메리칸 맥주회사 (North American Breweries)의 제네시 친환경-맥주공장 지구 

(Genesee Eco-Brewery District)는 오늘 일찍 착공한 제 1단계와 현재 계획 단계에 있는 

제 2단계로 구성된 다중 단계 프로젝트입니다. 이 5,000 만 달러 프로젝트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 (Empire State Development, ESD)가 지원하고 있으며, 노스 

아메리칸 맥주회사 (NAB)에게 성과를 기반으로 하는 엑셀시어 일자리 프로그램 세금 

공제 (Excelsior Jobs Program tax credits)를 통해 최대 450만 달러까지 제공했으며, 

핑거 레이크스의 업스테이트 활성화 계획 (Upstate Revitalization Initiative, URI) 

기금에서 최대 500만 달러까지 제공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 (ESD)의 

인센티브는 노스 아메리칸 맥주회사 (NAB)의 자본 투자 및 빈곤 계층의 사람들을 

고용하겠다는 공약과 관련이 있으며,이 프로젝트가 만들어 낼 128개의 새로운 일자리 

중에서 60개 이상의 일자리를 뉴욕 주민들이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할당할 예정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또한 작년에 현장 박물관, 식당, 시범 양조장을 경험한 약 30만 명의 

사람들을 맞이 했던 제네시 맥주 양조장 (Genesee Brew House)의 성공을 기반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제 2단계에서는 이 지역 전체 주민들에게 맥주에 관해 배우고,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비전 위에 확장될 것입니다. 제네시 친환경-맥주공장 

지구 (Genesee Eco-Brewery District)는 2022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핑거 레이크스 지역경제개발협의체 (Finger Lakes Economic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는 로체스터-먼로 빈곤 퇴치 계획 (Rochester-Monroe Anti-Poverty 

Initiative)과 협력하여 업스테이트 활성화 계획 (URI)의 전략적 계획 내에서 빈곤 감소를 



주요 목표로 삼았습니다.  

 

핑거 레이크스 지역경제개발협의체 (Finger Lakes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 공동의장인 Anne Kress 먼로 커뮤니티 칼리지 (Monroe Community College) 

학장과 Danny Wegman 웨그먼스 푸드 마켓 (Wegmans Food Markets)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개조 프로젝트의 진척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노스 아메리칸 

맥주회사 (North American Breweries)는 작년에 Cuomo 주지사님이 로체스터 빈곤퇴치 

태스크포스 (Rochester Anti-Poverty Task Force)를 만든 이후 빈곤층 주민들을 

고용하겠다고 공약한 최초의 민간 회사였습니다. 이런 종류의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핑거 레이크스 포워드 업스테이트 활성화 계획 (Finger Lakes Forward 

URI)의 전략적 계획에서 빈곤 감소 목표의 핵심인 ‘번영에 이르는 길 (Pathways to 

Prosperity)’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Joseph D. Morelle 하원 다수당 원내총무는 이렇게 말습니다: “오늘의 착공식은 뉴욕의 

최고급 음료 생산 업체 및 영농 관광 목적지 중 한 곳의 지속적인 진화와 성장에 있어서 

또 하나의 흥미 진진한 이정표를 보여줍니다. 완공될 경우, 제네시 친환경-맥주공장 지구 

(Genesee Eco-Brewery District)는 우리 지역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이 흥미 진진한 

프로젝트에서 생성된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일자리 만들기를 지원하면서 

방문객들에게 세계적 수준의 경험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저는 우리 지역사회의 경제적 

잠재력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와 믿음에 대해 Cuomo 주지사님, 지역경제개발협의체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의 동료들 그리고 노스 아메리칸 맥주회사 

(North American Breweries)의 우리 파트너들에게 감사드립니다.” 

 

Joseph Robach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의 착공식은 제네시 맥주공장 

(Genesee Brewery)과 로체스터 시의 흥분이 넘치는 발걸음입니다. 제네시 맥주공장 

(Genesee Brewery)은 로체스터의 기관입니다. 제네시 친환경-맥주공장 지구 (Genesee 

Eco-Brewery District) 설립 5개년 계획 중 첫 번째 단계의 시작을 통해, 제네시 맥주공장 

(Genesee Brewery)과 로체스터는 뉴욕주 맥주 산업 혁신의 최선봉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통해, 로체스터 지역 전체에 혜택을 줄 수있는 

일자리와 기회가 지속적으로 만들어 질 수 있습니다.” 

 

Lovely Warren 로체스터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네시 맥주공장 (Genesee 

Brewery)은 로체스터의 과거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투자 

덕분에 이 회사는 미래에도 기대하는 바와 같이 우리 지역사회의 기둥으로 계속 남을 

것입니다. 노스 아메리칸 맥주회사 (North American Breweries)의 기업 이익, 환경 

지속성, 사회적 책임이라는 비즈니스 원칙 (triple bottom line)에 대한 공약과 빈곤 퇴치 

덕분에, 이 투자는 보다 많은 일자리, 더욱 안전한 이웃 환경, 더 나은 교육 기회로 이어질 

것입니다.” 

 

Cheryl Dinolfo 먼로 카운티 행정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로 카운티는 우리 지역 

맥주 양조장의 가장 각광받는 대상 지역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제네시 맥주 공장 

(Genesee Brewing)과 같은 현지 회사가 성공을 거두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본거지인 바로 이곳에서 사업을 확장하기로 결정한 것을 매우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1878년에 설립된 제네시 맥주공장 (Genesee Brewery)은 뉴욕주에서 가장 오래된 맥주 

양조장이며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가장 오래된 맥주 양조장 중 한 곳입니다. 

제네시 맥주회사 (Genesee Brewing Company)에 관해 보다 상세한 정보를 

알아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노스 아메리칸 맥주회사 (North American 

Breweries)에 관해 보다 상세한 정보를 알아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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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을 보완합니다. 주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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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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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해왔습니다. 오늘날 실업률은 대공황 이전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에 이르렀으며 

개인과 기업의 소득세가 낮아지고 기업들은 로체스터, 바타비아, 캐넌다이과 등의 

지역을 선택하여 성장과 투자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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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을 통해서 주에서 제공하는 5억 달러의 투자금으로 핑거 레이크스 포워드(Finger 

Lakes Forward)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5억 달러 투자는 25억 달러를 

대폭 상회하는 민간 부문 투자를 유발할 것이며, 제출된 이 지역의 계획에 따르면 최대 

8천 2백 개의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다 상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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