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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사과주사과주사과주사과주 제조소를제조소를제조소를제조소를 위한위한위한위한 허가증허가증허가증허가증 발행을발행을발행을발행을 허용하는허용하는허용하는허용하는 법안에법안에법안에법안에 서명서명서명서명  

이이이이 법안으로법안으로법안으로법안으로 NYS Wine, Beer, and Spirits Summit에서에서에서에서 합의한합의한합의한합의한 사항사항사항사항 이행이행이행이행  

서명으로서명으로서명으로서명으로 Taste NY가가가가 후원하는후원하는후원하는후원하는 Cider Week NY 개시개시개시개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와이너리, 양조장 및 증류소에게 이미 허용된 면허와 유사한 

사과주 제조소를 위한 새로운 면허를 제정하는 Farm Cideries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NYS 

Wine, Beer and Spirits Summit가 끝난 후 사과주 제조소에게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게 됩니다. 오늘 

서명은 CiderWeek NY의 시작에 맞춘 것으로서 뉴욕시와 Hudson Valley 전체에서 뉴욕의 사과술을 

홍보할 목적으로 9일 동안 진행되는 행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0월 18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될 

CiderWeek NY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http://www.ciderweekny.com/을 방문하십시오.  

Cuomo 주지사는 “뉴욕의 농산물은 세계 최고이며 오늘 우리는 사과주 제조소들이 뉴욕주에서 

성공하도록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했습니다.” “Farm Cideries 법안은 CiderWeek NY와 같은 

이벤트와 함께 뉴욕주에서 재배한 재료로 만든 발효 사과술의 판매를 촉진하고 뉴욕의 관광 

경험을 풍부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모든 농장들이 번성하고 사업을 유지하도록 돕기 

위해 TasteNY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상업, 경제 개발, 소규모 사업체를 위한 상원 위원회 회장인 David Valesky 상원의원은 “뉴욕주의 

농업 자산을 더욱 활용할 좋은 기회입니다.” 뉴욕주 사과는 품질이 우수하고 맛있으며 사과주 

제조소를 통한 시장 확장은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입니다. 주지사가 이 산업의 잠재력을 인식하고 

이를 우선화해주신 것을 칭찬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Farm Cideries 법안은 뉴욕주에서 재배한 재료로 만든 발효주의 제조 및 판매를 위해 사과주 제조소 

설립 및 면허 교부를 허용하며 면허를 가진 사과주 제조소는 소비세 환급 정보서 작성 요건이 

면제될 것입니다. 사과주 제조 면허를 취득하려면 발효 사과주는 뉴욕주에서 재배된 사과에서 

독점적으로 생산되어야 하고 생산량은 연간 15만 갤런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과주 제조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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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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뉴욕주 라벨이 붙은 사과주 제조업체의 사과 

수요는 뉴욕의 농장에 대한 농산물 수요를 유지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Cuomo 주지사가 주최하는 Wine, Beer and Spirits Summit을 통해 뉴욕 주의 발효 사과주 

제조업체들이 특산품 생산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뉴욕주는 이미 와인, 

증류주, 맥주에 대한 면허 기준을 수립한 상태이지만 사과주에 대한 면허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 

법안은 사과주 제조업체들이 자사 상품의 홍보를 강화하고 시장에 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 새로운 법안의 조항은 2012년 제정된 농장 양조장과 유사한 규정을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농장 와이너리와 농장 증류소 인증 프로그램은 뉴욕주에서 이들 산업을 홍보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 법안은 90일 이내에 발효됩니다.  

New York Farm Bureau의 Dean Norton 사장은 “새로운 Farm Cidery 면허는 부가가치 제품을 

다양화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려는 현지 과수원과 사과주 제조업체를 위한 부양책입니다. 

뉴욕주의 농부라는 점이 자랑스러우며 New York Farm Bureau는 뉴욕주의 품질이 우수한 사과 

과수원을 위한 추가적인 기회를 제공해준 것에 대해 Cuomo 주지사에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Hudson Valley의 비영리 농업 단체인 Programming at Glynwood 부사장인 Sara Grady는 “뉴욕주에서 

농장을 중심으로 한 발효 사과술 생산을 주지사가 후원해준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과주는 농산물이며 이 산업이 확장한다면 뉴욕주 과수원의 전망, 프로필, 수익성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Farm Cideries 법안과 뉴욕주의 사과술 생산에 대한 지속적 지원으로 발표 사과술 

제조업체가 성장하고 사과 생산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만들며 궁극적으로는 사과주가 뉴욕주의 

상징적인 음료가 되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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