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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워소 소재 와이오밍카운티 영농센터 개관 발표 

 

업스테이트뉴욕의 낙농 및 농업 관련 산업의 성장을 지원할 센터 

 

경제 성장과 새로운 기회 창출을 위한 성공적인 업스테이트 활성화 사업인 “핑거레이크스 

전진" 계획을 지원하는 프로젝트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워소 소재 ‘와이오밍카운티 영농센터’ (Wyoming 

County Agricultural Business Center) 의 개관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핑거레이크스 

지역경제개발협의회(Finger Lakes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의 우선 

사업 중 하나인 이 센터는 와이오밍카운티 낙농산업의 성장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Kathleen C. Hochul 부지사가 오늘 현장 개관식에 참석했습니다. 

 

“와이오밍카운티는 우리 주에서 손꼽히는 우유 생산지이며 전국적으로도 최대 생산지 중 

한 곳입니다. 새로 개관한 영농센터는 낙농산업에서 성공을 추구하는 개인과 기업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한 데 모아 놓은 원스톱 센터”, 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농업은 여전히 우리 뉴욕주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바, 우리는 새로운 

영농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각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성장 동력이 

창출되기를 고대합니다.” 

 

“농촌 및 농업 부문에 대한 지원은 업스테이트의 경제를 재건하고 핑거레이크스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Cuomo 주지사의 노력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 라며 Kathy Hochul 

부지사는 다음과 같이 소감을 전했습니다. “새로운 우수 영농센터(Agriculture Business 

Center of Excellence)는 와이오밍센터의 영농인들이 주 및 전국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는 데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능률적으로 제공할 것입니다. 뉴욕주 최고의 농경 

지역인 이 카운티가 이제는 그 성공을 유지하고 나아가 더욱 확대하는 데 필요한 시설을 

보유하게 된 것입니다.” 

 

이 영농센터 건설 사업에는 워소 마을(Village of Warsaw) 4에이커의 땅에 빈 상태로 

남아 있던 역사적 유물인 브라운직조공장(Brown Knitting Mill building)을, 낙농업 발전에 

필수적인 효율성과 기관 간 협력 및 시너지 효과를 촉진할, 32,000평방피트의 영농인 

원스톱 지원 센터로 탈바꿈하는 작업이 따랐습니다. 

 

Richard Ball 뉴욕주 농업청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뉴욕주 최대 농업 부문으로서 

번창하는 낙농업은 우리 주의 경제에서 필수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시장 상황이 쉽지 않은 시기에 이 지역경제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시는 Cuomo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이 영농센터는 건강한 낙농제품을 생산할 뿐만 아니라 동부 

여러 주 가운데서도 뛰어난 우유 생산량으로 탄탄한 뉴욕주 농업의 토대를 이루고 있는 

우리 와이오밍카운티의 낙농인들에게 중요한 자원이 될 것입니다.” 

 

Mark Dadd 와이오밍카운티 산업개발과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와이오밍카운티의 

이 영농센터 프로젝트는 종합적 영농 서비스의 시험장으로서, 기업가 정신을 갖춘 민간 

부문 개발자와 공공기관 사이의 민관 협력이 어떤 성과를 가져오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센터에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 교부금 50만 달러, 뉴욕주 에너지연구개발청 

교부금 20만 달러, 2014년 주정부 예산 기여금 20만 달러가 지원됩니다. NYSEG (New 

York State Electric and Gas)에서는 이 프로젝트와 관련된 전력 기반시설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경제개발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Patrick Gallivan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와이오밍카운티는 농업 분야의 

리더이며, 이 새 시설에 대한 주 정부의 투자는 영농인과 여타 농업 관련 기업들이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 센터는 뜻을 함께 하는 

기관과 기업들을 한 자리에 모아 카운티 전체의 발전을 위해 협력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카운티 낙농인들에게 도움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러 조직과 단체를 한 

자리에 결집시킵니다. 교육과 훈련, 농업 관련 사업의 유지 및 확장 서비스와 금융 지원, 

경제개발 지원, 기업가 정신 함양, 환경 보존 지원 등이 이 센터를 통해 제공됩니다. 

 

참여 기관 및 단체:  

 Cornell Cooperative Extension  

 와이오밍카운티 토양수질보호관구 (Wyoming County Soil and Water 

Conservation District) 

 미농무부 산하 농업진흥청 및 자연자원보존청 (U.S. Department of Agriculture’s 

Farm Service Agency and Natural Resource Conservation Service)  

 코넬대학교 우유생산지원실 (Cornell University’s Milk Production Services) 

 와이오밍카운티 기업 교육 센터 (Wyoming County Business Education Center) 

 와이오밍카운티 상공관광회의소 (Wyoming County Chamber of Commerce and 

Tourism) 

 와이오밍 산업개발과 (Wyoming Industrial Development Agency) 

 와이오밍카운티 기획개발과 (Wyoming County Planning and Development) 

 와이오밍카운티 건축법관리과 (Wyoming County Building and Codes) 

 와이오밍카운티 수자원관리과 (Wyoming County Water Resource Agency) 

 

NYSEG와 Rochester Gas & Electric의 Mark S. Lynch 사장 겸 CE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NYSEG는 이번 영농센터 건립에 힘을 보탠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수십년간 지역사회의 경제 발전을 지원해 왔습니다. 본 센터에 대한 당사의 

지원은 와이오밍카운티 전역의 지역사회와 농업에 혜택이 될 것입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의 Howard Zemsky CEO 겸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와이오밍카운티 영농센터는 사용되지 않던 구조물을 재건하여 농업 관련 사업의 원스톱 

지원 센터로서 워소 마을의 자랑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뉴욕주 영농 사업에 대한 Cuomo 

주지사의 지속적인 지원이 제대로 결실을 맺어 이 지역을 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A. D. Berwanger 와이오밍카운티 감독위원회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와이오밍카운티 영농센터는, 4년 전 뉴욕주 영농인들에게 Cuomo 주지사가 제기했던, 

번창하는 뉴욕주 요거트 산업의 원료 수요에 맞춰 우유 생산을 늘리자는 도전적 목표의 

결과입니다. 이 센터는 또한, 다양한 지원 업무를 통합하여 농업 관련 사업뿐만 아니라 

와이오밍카운티의 모든 사업에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비용 효율적으로 제공하겠다는, 

주지사가 추구하는 사업 방향에도 부합합니다.” 

 

핑거레이크스 전진 계획 

주정부는 Cuomo 주지사가 2015년 12월 발표한 업스테이트 재건 사업(Upstate 

Revitalization Initiative)의 5억 달러 투자 기금을 통해 “핑거레이크스 전진”(Finger Lakes 

Forward) 계획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은 이 지역에 대한 민간 기업의 투자를 

유발하여 25억 달러를 상회하는 총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8,200개의 새 일자리를 지원할 

것입니다. 

 

2012년부터 주정부는 이 지역에 34억 달러 넘게 투자하여 이 종합적 계획을 위한 

기반을 닦았습니다. 현재, 실업률은 대공황 이전 시기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며 개인과 

기업의 소득세가 낮아졌고, 기업들은 로체스터(Rochester), 바타비아(Batavia), 

캐넌다이과(Canandaigua) 등을 성장과 투자를 도모할 지역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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