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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 주지사 
 

CUOMO 주지사는주지사는주지사는주지사는 INTERGROW가가가가 사업부를사업부를사업부를사업부를 WEBSTER로로로로 확대하고확대하고확대하고확대하고 100개의개의개의개의 새로운새로운새로운새로운 

일자리를일자리를일자리를일자리를 창출할창출할창출할창출할 것이라고것이라고것이라고것이라고 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 
 

두두두두 개의개의개의개의 새로운새로운새로운새로운25에이커에이커에이커에이커 규모의규모의규모의규모의 첨단첨단첨단첨단 온실을온실을온실을온실을 건설하는건설하는건설하는건설하는 농기업농기업농기업농기업 
 

이번이번이번이번 사세사세사세사세 확장으로확장으로확장으로확장으로 이이이이 지역의지역의지역의지역의 수상수상수상수상 경력에경력에경력에경력에 빛나는빛나는빛나는빛나는 5억억억억 달러달러달러달러 재건재건재건재건 플랜인플랜인플랜인플랜인 “Finger Lakes 
Forward”를를를를 발전시키다발전시키다발전시키다발전시키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농기업 Intergrow Holdings, Inc.가 사업부를 

Webster로 옮겨, Finger Lakes Region에 1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확장 업무에는 북동부 시장에 연중 내내 농산물을 제공할 2개의 

새로운25에이커 규모의 첨단 상업용 온실 건설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오늘 오전 

Rochester에서 Kathy Hochul 부지사가 발표한 이 농기업의 확장 소식은 “Finger Lakes 

Forward”의 중요 부분, 즉 이 지역의 농업 및 식품 생산 증대를 발전시킬 것입니다. 
 

“뉴욕에서 경제 성장을 추진하려는 우리의 전략은 지역의 잠재성에 투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라고라고라고라고 Cuomo 주지사가주지사가주지사가주지사가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Finger Lakes에 사업부를 확장하는 

Intergrow는 우리 경제의 중심 부문에서 일자리 증가를 촉진하면서 뉴욕주민들에게 

고품질의 지역 생산 농산물을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조만간 이 지역에 약 100여개의 일자리 창출될 것이라는 소식도 있습니다”라고라고라고라고 Kathy 

Hochul 부지사가부지사가부지사가부지사가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리더십에 따라 Finger Lakes Forward 

플랜은 업계 리더라는 뉴욕의 입지를 지속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이 지역에서 식량 

생산을 더욱 늘리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Albion에서도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Intergrow는 Webster에 자리한 Salt와 State 

Roads 교차로에 새로이 두 개의 25에이커 규모의 첨단 온실을 건설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재배한 농산물은 현지에서 일년 내내 수경 재배 방식으로 경작하는 토마토를 

보다 따뜻하고 원거리 기후를 필요로 하는 농산물의 대체재로 제공할 것입니다. 이 

온실은 첨단의 지속 가능한 재배 방식을 활용할 것이며, 제품 포장도 현장에서 이뤄질 

것입니다. 첫 번째 온실 공사는 오는 가을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온실 공사는 

2020년까지 완공될 예정입니다. 
 

Webster 소재 Intergrow 부지에서 근무하게 될 50명의 직원들은 2018년 7월에 선발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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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50명은2021년 6월 30일 전에 채용될 것입니다. 뉴욕주 경제개발청인 Empire 

State Development는 일자리 창출 공약에 딸 최대 750,000달러의 결과-기반 Excelsior 

직업 프로그램 세금 공제 혜택과 750,000달러의 보조금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Rochester 

Gas & Electric은 전기 인프라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400,000달러의 보조금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Farm Credit East은 농업 신용 융자금을 제공합니다. Monroe 카운티의 

산업개발청(Industrial Development Agency)은 모기지와 판매세 경감금과 10년 기준 

PILOT을 제공하였습니다. 
 

Intergrow Holdings의의의의 Dirk Biemans CEO는는는는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우리는 현지에서 

일년 내내 재배되는 농산물을 공급해달라는 요구를 계속 우리 고객들로 듣고 있습니다. 

이에 Western New York에 있으면서 Webster에서 진행되고 있는 온실 프로젝트에서 

이러한 제품을 생산할 기회를 발견하고 기뻤습니다.” 
 

Empire State Development 총재총재총재총재, CEO & 커미셔너인커미셔너인커미셔너인커미셔너인 Howard Zemsky는는는는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Intergrow는 이 두 개의 새로운 온실로 뉴욕주에서 성공적인 토마토 생산을 

확대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신선하고 건강한 채소를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NYSEG 및및및및 RG&E 사장사장사장사장 겸겸겸겸 CEO인인인인 Mark S. Lynch는는는는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NYSEG와 

RG&E는 우리의 경제개발 보조금 프로그램을 통해서 농업을 포함해 발전하고 있는 사업, 

대학 및 기타 기관 10년간 지원한 오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Webster 온실 프로젝트는 

일자리 증가 및 자본 투자를 지원하고 지역 경제를 강화하여 400,000달러 규모의 RG&E 

경제개발 보조금의 수령자가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또한 다른 관점에서 우리에게 

매력적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설계는 지속 가능성을 통합하고 있는 데, 이는 환경에 대한 

책무에 중점을 두고 있는 우리의 방향과 맞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실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었던 우리의 경제 개발 파트너들께 감사 드리며, Intergrow Webster, Inc.의 

Dirk Biemans CEO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Greater Rochester Enterprise의의의의 사장사장사장사장 겸겸겸겸 CEO인인인인 Mark S. Peterson은은은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뉴욕 지역의 Greater Rochester에 온실 사업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한 

Intergrow의 결정은 경제 성장을 위한 Finger Lakes 지역경제개발협의회의 전략계획의 

초석인 농업 및 식품 생산 자원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서의 과거의 

긍정적인 경험과 필요한 가스 및 전기 공급 적격 부지는 우리 커뮤니티에서 Intergrow가 

사세를 확대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Monroe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장인장인장인장인 Cheryl Dinolfo는는는는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Intergrow Webster는 지속 

가능성의 리더이자 이곳 Monroe 카운티에서 현지 생산 농산물의 쇼케이스이기도 

합니다. 최소 1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인 두 개의 신규 온실의 반짝이는 

불빛은 이 프로젝트가 보여주는 유일한 밝은 면만은 아닙니다. 우리 지역에 대한 

Intergrow의 약속은 우리 커뮤니티 가족들에게 상호 윈윈하는 관계임을 보여줍니다.” 
 

Michael Nozzolio 상원의원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농업은 이곳 Greater Finger La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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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on의 지역 경제의 중추입니다. Cuomo 주지사와 Empire State Development의 

활동으로 Webster의 Intergrow 온실은 우리 지역에 신규 일자리와 경제개발을 창출하여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농업을 더욱 발전시킬 것입니다.” 
 

Webster 타운타운타운타운의의의의 Ronald Nesbitt 감독관은감독관은감독관은감독관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이 발표는 Webster에 

신규 일자리가 생긴다는 소식으로 아주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뉴욕주에 

새로운 농업 방식을 펼칠 순간에 있습니다.” 
 

Finger Lakes Forward의의의의 가속화가속화가속화가속화 

오늘의 발표는 견실한 경제 성장과 지역사회 발전을 낳기 위한 이 지역의 종합 청사진인 

“Finger Lakes Forward”를 보완합니다. 주정부는 이미 포토닉스, 농업 및 식품 생산, 

그리고 첨단 제조 등 주요 산업에 대한 투자 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이 계획에 대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2012년 이래 이 지역에 34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오늘날, 실업률은 

대불황 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개인 및 법인 소득세도 감소했고, 

기업들은 Rochester, Batavia 및 Canandaigua와 같은 지역을 기업 성장을 위한 투자 

대상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지역은 2015년 12월 Cuomo 주지사가 발표한 업스테이트 재활성화 

이니셔티브를 통해 5억 달러 규모의 뉴욕주 투자로 “Finger Lakes Forward”를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5억 달러 투자는 민간 기업들이 25억 이상을 충분히 

투자하도록 장려할 것이기에 이 지역의 계획은 제출된 것처럼 8,200 개의 새로운 

일자리까지 창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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