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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최초로최초로최초로최초로 주류주류주류주류 판매판매판매판매 허가를허가를허가를허가를 받은받은받은받은 ALBANY 소재소재소재소재 NINE PIN CIDER 

WORKS 농장식농장식농장식농장식 주류주류주류주류 공장을공장을공장을공장을 맞이하다맞이하다맞이하다맞이하다 

 

농장농장농장농장 와이너리와이너리와이너리와이너리, 양조장양조장양조장양조장 및및및및 증류장에증류장에증류장에증류장에 이미이미이미이미 사용가능한사용가능한사용가능한사용가능한 면허와면허와면허와면허와 유사한유사한유사한유사한 새새새새 면허에도면허에도면허에도면허에도 주지사가주지사가주지사가주지사가 
법률로법률로법률로법률로 서명서명서명서명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수도권 지역과 뉴욕 Hudson Valley에서 사과주를 

생산하는 뉴욕 크래프트 사과주 기업인 Nine Pin Cider Works가 뉴욕주 최초로 허가를 

받은 농장식 주류 기업이 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2013년 10월, Cuomo 주지사는 이 

성장하는 농업 산업에 대한 기회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농장식 주류 공장에 새 면허를 

발급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새 법안은 1월 15일부터 발효됩니다. Nine Pin Cider 

Works는 1월 21일에 신청했으며, 이 면허는 약 22일 후 SLA(State Liquor Authority)를 통해 

승인되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작년에 서명한 새 농장식 주류 공장 면허 법령은 이미 주 전역에 걸쳐 

지역 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중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뉴욕 최초의 

허가를 받은 농장식 주류 공장이라는 독특한 이점을 가진 Nine Pin Cider Works는 

뉴욕주가 어떻게 새로운 경제 기회를 창출하고, 지역 산업을 성장시키고, 세계 최고 

수준의 제품을 생산하는지 선언하는 것입니다.” 

 

Nine Pin Cider Works는 Albany에 있는 del Peral 가문이 운영합니다. 이 회사의 제품은 del 

Peral 가족 농장에서 씨앗으로 기른 사과 등 농장의 신선한 과일만을 사용하여 선명하고 

상쾌한 맛을 선사합니다. 2013년 Alejandro del Peral은 Great Lakes International Cider & 

Perry Competition에서 자신만의 사과 조합을 완성하여 금메달을 수상했습니다. 그에게 

수상의 영광을 안겨준 비상업용 주류의 이름은 Catskill Thunder입니다. 

 

새로운 법령에 따르면, Nine Pin 같은 주류 공장은 파인트 단위로 자사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시연 룸을 운영함으로써 즉시 금전적 보상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del 

Peral 가문이 새 면허를 신청할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이점이었습니다. 

 

Nine Pin Cider Works 주류 제조업자인 Alejandro del Peral은 “주류 제조 공정은 사과가 

성장하는 장소에 대한 놀라운 정신을 나타낸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주의 기후는 사과 



Korean 

생산자에게 사과주를 제조할 수 있는 좋은 사과가 자라게하는 우수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새 농장식 주류 공장법에 따라 이곳 Downtown Albany에서 뉴욕주 최초로 허가를 받은 

주류 공장이 된 것은 놀라운 영광입니다. Nine Pin과 같은 사과주 생산자들이 사업할 수 

있도록 뉴욕의 사업 환경을 열어주기 위해 헌신한 Cuomo 주지사께 박수를 보냅니다.” 

 

사과주 제조업체의 수는 2011년부터 360%나 증가했으며, 이것은 생산자가 5명에서 

23명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2013년 10월 주지사가 서명한 이 법안은 뉴욕주에서 재배한 농산물로 만든 사과주의 제조 

및 판매를 위해 농장식 사과주 제조공장의 설립 및 면허 교부를 허용하며 면허를 가진 

사과주 제조공장은 판매세 환급 정보서 작성 요건이 면제될 것입니다. 사과주 제조 면허를 

취득하려면 발효 사과주는 뉴욕주에서 재배된 사과에서 독점적으로 생산되어야 하고 

생산량은 연간 15만 갤런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사과주에 대한 알코올 농도의 제한을 7%에서 8.5%로 완화함으로써 발효 공정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과주 생산자의 제품이 발효 사과주와 와인 

모두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법은 개인 비즈니스 및 마케팅 요구에 따라 생산자가 제품을 

와인 또는 사과주 어느 것으로 판매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게 해줍니다.  

 

사과주 제조소는 기존 사과주 면허와 달리 사과주 시음뿐만 아니라 판매가 가능하며 

여기에는 뉴욕주에서 생산된 맥주, 와인, 증류주도 시음 및 판매가 허용됩니다. 또한 

사과주 제조소는 머스타드, 소스, 잼, 젤리, 기념품, 미술 작품, 공예품, 기타 선물과 같은 

상품을 판매할 수 있으며 와이너리와 같은 이러한 사업체들은 지역사회에서 관광을 

홍보할 명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New York Apple Association 회장인 Jim Allen은 “농장식 주류 공장은 뉴욕 사과 산업에 

엄청난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의 사과주가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제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법안은 새로운 성장 카테고리에 대한 

문을 개방하고 뉴욕주 사과에 대한 더 많은 시장을 제공할 것입니다. Nine Pin Cider 

Works가 향후 허가를 받은 수 많은 농장식 주류 공장 중 최초의 기업이 된 것을 축하 

드립니다.”  

 

State Liquor Authority 회장인 Dennis Rosen은 “새 농장형 주류 공장 면허는 기업들이 

뉴욕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높은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새 제조 사업을 쉽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이 행정부가 어떻게 노력하는지 보여주는 또 다른 예”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주 농업부 부국장 Richard A. Ball은 “Cuomo 주지사의 헌신으로 가능해진 뉴욕의 사과 

산업은 2013년 사상 최고의 해로 기록되는 영광을 안았으며, 이 새 면허는 세계적 수준의 

농산물 제품들을 더욱 확장할 수 있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새 면허는 

뉴욕 사과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고, 뉴욕 사과 재배자들을 위한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게 

만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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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식 주류 공장 면허를 신청하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www.sla.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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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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