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8년 8월 24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노스 토나완다의 새로운 수제 맥주 양조장을 위한 기금에 대해 발표 

 

우드콕 브라더스 브루잉 컴퍼니(Woodcock Brothers Brewing Company, WBBC)가 

월리처 빌딩(Wurlitzer Building)의 빈 자리를 새로운 관광지로 변모시켜 정규직 일자리 

35 개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보조금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우드콕 브라더스 브루잉 컴퍼니(Woodcock Brothers 

Brewing Company)가 사업을 확장하고 수제 맥주 양조장 및 레스토랑을 열 수 있도록, 

노스 토나완다 시에 516,000 달러의 뉴욕주 지역사회 개발 정액 보조금(Community 

Development Block Grant, CDBG)을 지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ESD)는 일자리 만들기 공약에 직접적으로 연계된 

실적 기반 엑셀시어 세금 공제(Excelsior Tax Credits)에 대한 추가 지원금을 최고 11만 

달러까지 제공합니다. 이 회사 제품에 대한 수요가 윌슨 소재 기존 시설의 생산 능력을 

초과했습니다. 이 보조금은 이 회사가 생산 시설을 확장하고, 나이아가라 폴스(Niagara 

Falls) 관문에 위치한 이전의 오르간 제조 공장이었던 상징적인 건물인 월리처 

빌딩(Wurlitzer Building)을 변모시켜 계속 관광지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회사는 2년 동안 정규직 일자리 35 개를 만들 것이며, 그 중 26 개는 저소득층 및 중위 

소득계층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에서 호황을 누리고 있는 수제 맥주 양조장 

산업은 우리 경제를 부양하는 활기찬 산업입니다. 이 투자는 노스 토나완다의 경제 

발전을 더욱 강력하고 지속 가능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 새로운 장소에서 시작하는 

사업으로, 우드콕 브라더스 브루잉 컴퍼니(Woodcock Brothers Brewing Company)는 

뉴욕에서 번창하고 있는 관광산업 분야에 기여하는 동시에 이 도시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일도 촉진할 것입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정부의 경제 개발 기금으로, 우드콕 

브라더스 브루잉 컴퍼니(Woodcock Brothers Brewing Company)는 노스 토나완다에서 

사업을 확장하여 이 지역에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만들 것입니다. 이 회사의 새로운 수제 

맥주 양조장과 레스토랑은 빈 건물을 활성화하여 현지 생산 시설이 생산량을 늘릴 수 

있도록 만듭니다. 현지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덕분에, 뉴욕 전 지역의 지역사회들이 



 

 

건물을 새롭게 단장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경제를 부양하기 위한 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투자는 기업가 정신을 지원하여 뉴욕주를 수제 맥주 제조 산업의 리더로 만든다는 

Cuomo 주지사의 공약을 반영합니다. Cuomo 주지사의 리더십과 관공서의 불필요한 

요식 절차를 철폐하여 이 업계의 비용을 줄인다는 주정부의 공약에 따라, 뉴욕은 

일자리를 만들면서 뉴욕주 전 지역에서 관광 산업을 이끌고 있는, 웨스턴 뉴욕의 맥주 

양조장 22 곳을 포함하여 415 곳이 넘는 맥주 양조장들의 본거지가 되었습니다. 

 

지역사회 개발 정액 보조금(CDBG)의 지원을 통해 이 회사는 월리처 빌딩(Wurlitzer 

Building)의 약 5,500 평방 피트를 임대, 개조하여 주방, 바, 맥주 양조장, 야외용 테라스 

등을 갖추고 120 명의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레스토랑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보조금은 임대 공간 개선, 양조 장비, 가구 및 비품, 설계 및 계획, 재고, 직원 교육, 기타 

운영 자본 비용 등을 지원합니다. 

 

월리처 빌딩(Wurlitzer Building)의 개보수 공사는 늘어나고 있는 지역사회의 스마트 

성장의 혁신적인 힘의 한 가지 사례입니다. 버펄로 빌리언 II(Buffalo Billion II) 프로그램 

기금 250만 달러 덕분에 노스 토나완다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몇 가지의 기타 스마트 

성장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이 도시는 게이트웨이 하버(Gateway Harbor)에 대한 

개보수 공사, 센트럴 비즈니스 지구의 도시 경관 및 보행자를 위한 개보수 공사, 공원 및 

보행자를 위한 개보수 공사, 표지판 교체 작업 등을 위해 이 기금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우드콕 브라더스 브루잉 컴퍼니 주식회사(Woodcock Brothers Brewing Company, 

Inc.)는 현재 뉴욕주 윌슨에서 40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나이아가라 카운티의 

성공적인 가족 소유 수제 맥주 양조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늘어나는 고객 수요를 

수용하기 위해 기존의 양조장 시설을 확장해야 했습니다. 이 회사는 4 종류의 생맥주를 

갖추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언제라도 약 12 종류의 생맥주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20 종이 넘는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체로 성장했습니다. 2016년에 

우드콕 브라더스 브루잉 컴퍼니(WBBC)는 윌슨 지역에 캔맥주 생산 시설을 추가로 

갖추었습니다. 이 회사 제품의 유통은 양조장에서 맥주통에 담아 판매하는 4 종류의 

맥주를 시작으로, 통으로 판매하는 맥주 12 종류와 캔으로 판매하는 맥주 8 종류로 

확대되었습니다. 맥주통으로 유통하는 제품은 버펄로 및 나이아가라 지역의 100 곳이 

넘는 바와 레스토랑에서 마실 수 있습니다. 

 

뉴욕주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New York State Division of Housing and Community 

Renewal)의 RuthAnne Visnauska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드콕 브라더스 

브루잉 컴퍼니(Woodcock Brothers Brewery)에 대한 이 투자로 지원이 가장 필요한 

주민을 위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서 노스 토나완다의 경제 활동을 증진시키며, 이 

지역이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더 많은 방문객을 유치합니다. 우드콕 브라더스 

브루어리(Woodcock Brothers Brewery)가 선보이는 지역사회에 대한 뿌리와 투자는 

Cuomo 주지사님이 수제 주류 산업의 강력한 후원자가 된 주요한 이유입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의 최고경영자인 Howard 

Zemsky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플래터스 초콜릿츠(Platter’s Chocolates) 

옆으로 우드콕 브라더스 브루어리(Woodcock Brothers Brewery)가 이전함에 따라 이 

유서 깊은 월리처 빌딩(Wurlitzer Building)은 독특한 음식을 선보이는 관광지를 

조성하면서 제휴 관계를 조정하는 나이아가라 카운티의 식품 허브가 되고 있습니다.” 

 

Rob Ortt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월리처 팩토리 빌딩(Wurlitzer factory 

building)에 자리잡는 새로운 우드콕 브라더스 브루어리(Woodcock Brothers Brewery) 

시설은 우리 지역사회에 대단한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약 36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데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지역 전체에서 번창했던 수제 맥주 양조 산업을 이 

시설이 다시 부흥시키길 바라는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지역의 유서 깊은 건물을 

개보수하는 일은 항상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러한 사업 확장이 우리 

지역사회의 주민을 위해 경제적인 추진력과 새로운 관광지를 만들 것이라는 점은 

사실이며 성공을 위한 한가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우드콕 브라더스(Woodcock 

Brothers)가 앞으로 오랜 기간 훌륭한 성과를 거두면서 이 회사의 레스토랑 계획이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Robin Schimminger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제 개발, 일자리 만들기, 

상업 및 산업 뉴욕주 하원 위원회(New York State Assembly Committee on Economic 

Development, Job Creation, Commerce and Industry)의 위원장으로서, 저는 우드콕 

브라더스 브루잉 컴퍼니(Woodcock Brothers Brewing Company)가 노스 토나완다 시에 

자리 잡게 된 것을 환영합니다.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드는 일은 언제나 140 번 뉴욕주 

하원의원 선거구(140th Assembly District)의 유권자들에게 봉사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 

중 하나였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이미 성공적인 나이아가라 카운티 사업체의 성장을 

더욱 도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엑셀시어 세금 공제(Excelsior Tax Credits)와 

같은 비즈니스 인센티브 방안과 함께 수제 주류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최근 수년간 

제정한 법이 우리 지역사회 바로 여기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고 있음을 분명히 볼 수 

있어서 대단히 기쁩니다.” 

 

노스 토나완다 시의 Pappas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드콕 브라더스 

브루어리(Woodcock Brothers Brewery)가 우리 지역사회에 자리잡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회사는 다른 지역에서 이미 성공을 거두어왔습니다. 노스 

토나완다 바로 여기에서도 이 회사가 번창하기를 바랍니다. 이 맥주 양조회사는 또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여 사세를 확장하기 위해 노스 토나완다 여기의 유서 깊은 단지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노스 토나완다 지역사회는 이미 월리처 빌딩(Wurlitzer Building)에서 

우드콕 브라더스(Woodcock Bros.)가 이전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플래터스 

초콜릿츠(Platter's Chocolates)와 2 곳의 일류 이벤트 공간이 이 건물로 이전하여 최근의 

재개발 공사를 완벽하게 보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월리처 빌딩(Wurlitzer Building)은 

노스 토나완다의 다채로운 역사를 간직한 채 모든 사업을 위한 장소로서 새롭게 

태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모든 일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준 뉴욕주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New York State Homes and Community Renewal) 및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우드콕 브라더스 브루어리(Woodcock Brothers Brewery)의 Tim Woodcock 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드콕 브라더스 브루어리 컴퍼니(WBBC)의 모든 구성원은 월리처 

빌딩(Wurlitzer)의 새로운 공간에 대해 대단히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장소는 

윌슨의 메인 공장 시설과 매우 유사합니다. 맥주 양조 작업은 대중에게 완전히 공개될 

예정입니다. 우리 가족은 나이아가라 카운티에서 성장했습니다. 우리는 월리처 팩토리 

빌딩(Wurlitzer factory building)의 과거 역사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유서 깊은 

건물이 계속 다음 단계로 진화해나가는 데 있어 우리가 수행할 역할에 대해 대단히 

흥분해 있습니다. 나이아가라 지역의 지역사회들이 베풀어 주신 엄청난 현지 지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배!” 

 

나이아가라 카운티 산업 개발청(Niagara County Industrial Development Agency)의 

Susan C. Langdon 상임 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드콕 브라더스 

브루어리(Woodcock Brothers Brewery)는 윌슨에서 대단히 성공적으로 안정적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나이아가라 카운티의 월리처 빌딩(Wurlitzer Building)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것을 돕게 되어 대단히 기뻤습니다. 곧 새로운 맥주 양조장이 

관광지로서 고객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소개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는 뉴욕주의 주요 경제 개발 

기관입니다(www.esd.ny.gov).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SD)의 목적은 경제 

활성화와 성장, 새로운 일자리 및 경제 기회 창출, 주 정부 및 지방 정부의 세수 증가 및 

지역 사회 경제의 안정화 및 다변화입니다. 대출, 지원금, 세금 공제 및 기타 금융 지원을 

통해서 ESD는 직장 창출 도모와 뉴욕주에 위치한 지역사회의 번영을 위한 사유 기업 

투자 및 성장 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엠파이서 스테이트 

개발공사(ESD)는 또한 Cuomo 주지사의 지역경제개발협의체(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s)와 뉴욕을 상징하는 관광 브랜드 “아이 러브 뉴욕(I LOVE NEW 

YORK)”을 감독하는 주요 행정기관입니다. 지역협의체 및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에 대한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는 

www.regionalcouncils.ny.gov 및 www.esd.ny.gov를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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