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년 6월 7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매디슨 카운티 GOOD NATURE 농장 양조장 개장 발표 

 

센트럴 뉴욕에 약 30개의 일자리를 창출 및 유지할 양조장 확장 이전 

 

이번 투자는 경제를 성장시키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이 지역의 성공적인 

업스테이트 활성화 계획 청사진인 “Central NY Rising”을 보완함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매디슨 카운티 힐튼 빌리지 Good Nature 농장 

양조장의 공식 개장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신규 14,000평방피트 규모 시설은 현재 Good 

Nature의 본사 역할을 하고 있으며, 사무실, 창고, 생산 시설뿐 아니라 팜 투 테이블 

식당(farm-to-table restaurant)을 갖춘 바, 야외 비어 가든을 갖추고 있습니다. CNY 부흥 

지역 경제 개발 계획(CNY Rising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Plan)에 부합하여 

지원을 받는 이 프로젝트는 최소 16개의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고, 10개의 기존 

일자리를 유지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에서 중소기업이 성공하면 전 뉴욕이 

성공하게 됩니다. 매디슨 카운티의 Good Nature 농장 양조장 개장으로 센트럴 뉴욕이 

사업을 하기 좋은 곳이라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이 신규 농장 양조장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뉴욕주 전역과 그 외 지역에서 관광객을 유치하며, 센트럴 뉴욕이 앞으로 수 년 

간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2010년 설립된 Good Nature 농장 양조장은 현지 가족 경영 크래프트 맥주 양조장이자 

바이며, 뉴욕주 최초의 농장 양조장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양조장은 START-UP 

NY를 통해 모리스빌 주립 대학(Morrisville State College)과 파트너십을 맺고 현지 재배 

재료로 크래프트 맥주를 생산합니다. Good Nature는 뉴욕주 제조사와 협업하여 기타 

필요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 양조장이 뉴욕주의 급성장하는 

크래프트 맥주 업계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농촌 체험 관광을 촉진함으로써 지역 

가족 농장을 더욱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Good Nature 농장 양조장 대표 Carrie Blackmore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011년 

사업을 시작했을 때, 매디슨 카운티에는 양조장이 없었습니다. 농장 양조장도 없었죠. 



뉴욕주에는 지방 양조장이 거의 없었습니다. 크래프트 음료 산업은 우리 지역에 엄청난 

경제, 문화적 영향을 미칠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이 산업의 일부가 되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프로젝트와 크래프트 음료 산업 전반을 지원해 주신 커뮤니티, 카운티, 

뉴욕주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이미 고용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으며, 지역 및 

뉴욕주 농엽 및 비즈니스를 지속적으로 지원 및 촉진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주류관리청 국장 Vincent Bradley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은 

업계와 협력하여 법률을 현대화하고, 규정을 간소화시키고, 크래프트 음료 제조 산업에 

전례 없는 지원을 제공하려 노력해 왔습니다. Good Nature Brewing은,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는 제조업체가 주 전역에서 뛰어난 품질의 맥주를 생산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경제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 커뮤니티를 튼튼하게 만드는 곳, 뉴욕에서 이루어지는 

크래프트 맥주 르네상스의 증거입니다.” 

 

Good Nature 양조장이 600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해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는 최대 350,000달러의 성과 

기반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이 양조장은 매디슨 카운티 인센티브 또한 수령하게 

됩니다. 

 

Howard Zemsky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 (Empire State Development) 사장 겸 

최고경영자 및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크래프트 맥주는 뉴욕주의 중요 

사업입니다. 이 신규 시설은 센트럴 뉴욕의 농촌 체험 관광 산업에 큰 이익을 가져다 

주고, Good Nature 농장 양조장의 사업 성장과 현지 일자리 창출에 집중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주 상원의원 David Valesky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농장 양조장을 개장한 Carrie 

Blackmore와 Matt Whalen에게 축하의 말을 전합니다. 일자리 창출 외에도, 이번 확장 

이전으로 지역 농부와 농업을 지원하고, 관광 산업을 발전시키며, 매디슨 카운티의 경제 

개발을 촉진할 것입니다.” 

 

Bill Magee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Good Nature 농장 양조장은 센트럴 

뉴욕에서 최근 몇 년 동안 개장한 많은 크래프트 음료 사업체 중 가장 최신 업체입니다. 

형식적 절차를 생략하고 크래프트 음료의 제조, 판매, 유통간 장벽을 허물어, 뉴욕주는 

관광 산업 활성화와 지역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였습니다.” 

 

John M. Becker 매디슨 카운티 감리 위원회(Madison County Board of Supervisors)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00년 만의 매디슨 카운티 최초의 농장 양조장인 Good 

Nature Brewing의 지속적인 성장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뉴욕주와 이곳 매디슨 카운티 

지역의 농장 양조장의 성장은 일자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 농부, 사업체 및 관광 

산업에 혜택을 가져다 줍니다.” 

 



해밀턴 타운 슈퍼바이저 Eve Ann Shwartz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커뮤니티는 

Good Nature 양조장의 확장 이전을 강력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양조장이 

창출하는 일자리가 해밀턴 지역에서 경력을 쌓고 가정을 이루려는 재능있는 젊은이들을 

유치하고 있어 매우 기쁘개 생각합니다. 우리 커뮤니티의 미래는 Good Nature와 같은 

기업의 사업 에너지에 달려 있습니다.” 

 

2013년 1월 새로운 농장 양조장 면허(Farm Brewery license)를 만드는 법안이 뉴욕주의 

번영하는 크래프트 맥주 산업과 지역 농업 생산을 모두 지원하기 위해 발효되었습니다. 

오늘날, 뉴욕주 전역 50개 카운티의 163개 사업체가 농장 양조장 면허(Farm Brewery 

license)를 취득하였습니다. 현재 뉴욕주에는 300개가 넘는 소형 양조장, 농장 양조장, 

레스토랑 양조장이 있으며, 2011년에는 단 50개 불과했습니다. 이번 성장은 농장 

양조장 면허(Farm Brewery License) 신설, 양조 업체에 세금 공제 혜택 제공, 주정부의 

주류 관리법(Alcoholic Beverage Control Law) 현대화, 홍보 지원금 제공 등, 일련의 법률 

및 경제적 인텐시브를 통해 달성되었습니다. 

 

Good Nature 농장 양조장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이곳을 클릭하여 확인하세요. 

 

Central NY Rising 가속화 

 

오늘의 발표는 강력한 경제 성장과 지역사회 발전을 만들어 내기 위한 이 지역의 종합 

청사진인 “Central NY Rising” 계획을 보완합니다. 뉴욕주에서는 이미 2012년부터 

글로벌 시장 기회의 활용, 기업가 정신의 강화 및 포괄적 경제 창출 등 이 계획에 대한 

준비 작업을 위해서 이 지역에 거의 30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오늘날 실업률은 대공황 

이전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에 이르렀으며, 개인과 기업의 소득세가 낮아지고, 기업들은 

성장하고 투자하기 위한 근거지로 시러큐스, 오스위고 및 오번 같은 곳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지역은 Cuomo 주지사가 2015년 12월에 발표한 업스테이트 활성화 계획을 

통해서 뉴욕주가 제공하는 5억 달러의 투자금으로 Central NY Rising 계획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5억 달러 투자는 민간 사업체들이 25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도록 장려할 것이며, 제출된 이 지역의 계획에서는 최대 5,900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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