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년 5월 18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뉴욕의 성장하는 수제 음료 산업을 선보이기 위한 사상 최초의 TASTE 

NY EXPERIENCE 시음 행사에 대해 발표 

 

뉴욕주 전 지역의 와인, 증류주, 사과주, 맥주 생산업체 참가 

  

성공적인 Taste NY 수제 맥주 대회(Taste NY Craft Beer Challenge)에 이어 개최되는 

5월 24일 행사 

  

뉴욕 주민과 방문객들을 뉴욕주의 수제 음료 관광지로 인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요리 및 

수제 음료 트레일(Cuisine and Craft Beverage Trails) 웹사이트 개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시에서 가장 상징적이며 역사적인 랜드마크 중 

한 곳인 A 부두 하버 하우스(Pier A Harbor House)에서 뉴욕주 최고의 와인, 맥주, 

증류주, 사과주 생산업체 사십팔 곳 이상의 제품들을 선보이기 위한 사상 최초의 Taste 

NY Experience 시음 행사를 개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5월 24일 행사는 어제 뉴욕이 

가장 좋아하는 맥주로 오메강 맥주회사(Brewery Ommegang) 및 로스코 뉴욕 

맥주회사(Roscoe NY Beer Co.)를 지명한 Taste NY 첫 번째 수제 맥주 대회(Taste NY 

Craft Beer Challenge)의 뒤를 이어 바로 개최됩니다. 주지사가 2012 년에 첫 번째 맥주, 

와인, 증류주, 사과주 회의(Beer, Wine, Spirits and Cider summit) 개최한 이후 수제 음료 

산업은 112 퍼센트 성장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상 최초의 Taste NY Experience 행사는 

호황을 누리는 음료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확장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의 세계적인 

수준의 음료 생산업체들을 새로운 시장에 소개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뉴욕주의 

근면한 음료 생산업체들을 선보임으로써 우리는 혁신, 기업가 정신, 경제 성장, 뉴욕주 전 

지역의 지역사회의 일자리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Taste NY Experience 행사는 수백 명의 소비자, 미디어, 무역, 업계 대표들을 직접 

생산업체에 연결시켜 줍니다. 이 Experience 행사는 Taste NY, 뉴욕 와인 및 포도 

재단(NY Wine & Grape Foundation), 뉴욕 맥주양조인 연합(NY Brewers Association), 

https://taste.ny.gov/cuisine-and-beverage-trails


뉴욕 증류주양조인 길드(NY Distillers Guild), 뉴욕 사과주 연합(NY Cider Association) 

등의 협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행사는 Taste NY와 A 부두 하버 하우스(Pier A Harbor 

House) 사이의 더 큰 협력 관계의 일환입니다. 이 관계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됩니다. (i) 

뉴욕 와인, 증류주, 사과주를 독점 판매하는 Taste NY 와인 및 증류주 상점(Taste NY 

Wine and Spirits Shop), (ii) 로컬 푸드 및 간단한 식사를 제공하는 Taste NY 

키오스크(Taste NY Kiosk), (iii) 하버 하우스 (Harbor House) 레스토랑 메뉴에 소개될 

현지 요리. Taste NY 케이터링 메뉴는 개인 행사를 위해 손님들 또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행사에는 주도 지역, 핑거 레이크스, 롱아일랜드, 미드 허드슨 밸리, 뉴욕시, 서던 

티어, 웨스턴 뉴욕 등지에서 생산업체 약 50 개사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 행사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가 관리하는 주정부의 수제 

음료 보조금 프로그램(Craft Beverage Grant Program)을 통해 재정 지원되었습니다. 이 

행사는 또한 주지사의 와인, 맥주, 증류주, 사과주 회의(Governor’s Wine, Beer, Spirits 

and Cider Summit)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참여하는 생산업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도 지역 

사라토가 카운티의 사라토가 맥주 양조장(Saratoga Brewing) 

사라토가 카운티의 슈멀츠 맥주 양조장(Shmaltz Brewing) 

워싱턴 카운티의 슬라이보로 사과주 양조장(Slyboro Cidery) 

 

핑거 레이크스 

세네카 카운티의 와그너 포도원(Wagner Vineyards) 

웨인 카운티의 임바크 크레프트 사과주 양조장(Embark Craft Ciderworks) 

예이츠 카운티의 어밴던 맥주 양조장(Abandon Brewing) 

예이츠 카운티의 앤쏘니 로드 와인회사(Anthony Road Wine Co.) 

예이츠 카운티의 폭스 런 포도원(Fox Run Vineyards) 

예이츠 카운티의 허먼 제이 위머 포도원(Hermann J. Wiemer Vineyard)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의 플라잉 벨전 맥주 양조장(Flying Belgian Brewery) 

서퍽 카운티의 베델 셀라(Bedell Cellars) 

서퍽 카운티의 마카리 포도원(Macari Vineyards) 

서퍽 카운티의 머스타쉬 맥주 양조장(Moustache Brewing) 

서퍽 카운티의 라파엘 포도원 및 와인회사(Raphael Vineyard and Winery) 

  

미드 허드슨 

델라웨어 카운티의 델라웨어 피닉스 증류주 양조장(Delaware Phoenix Distillery) 



오렌지 카운티의 브라더후드 와인회사(Brotherhood Winery) 

오렌지 카운티의 뉴버그 맥주 양조장(Newburgh Brewing) 

오렌지 카운티의 오차드 힐 사이다 밀(Orchard Hill Cider Mill) 

오렌지 카운티의 러싱 덕(Rushing Duck) 

퍼트남 카운티의 카스 증류주(KAS Spirits) 

설리번 카운티의 애런 버 사과주 양조장(Aaron Burr Cidery) 

얼스터 카운티의 벤마리 와인회사(Benmarl Winery) 

얼스터 카운티의 화이트클리프 포도원(Whitecliff Vineyard)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의 브로큰 보우 맥주 양조장(Broken Bow Brewery)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의 용커스 맥주 양조장(Yonkers Brewing) 

  

뉴욕시 

킹스 카운티의 브릭클렌 증류주 양조장(Breuckelen Distilling) 

킹스 카운티의 브루클린 사과주 하우스(Brooklyn Cider House) 

킹스 카운티의 브루클린 와인회사(Brooklyn Winery) 

킹스 카운티의 브루스 코스트 진저에일(Bruce Cost Ginger Ale) 

퀸즈 카운티의 디센던트 사과주(Descendant Cider) 

킹스 카운티의 킹스 카운티 맥주양조인 연합(Kings County Brewers Collective) 

킹스 카운티의 킹스 카운티 증류주 양조장(Kings County Distillery) 

킹스 카운티의 뉴욕 증류주회사(NY Distilling Co.) 

킹스 카운티의 반 브런트 증류주 양조장(Van Brunt Stillhouse) 

맨해튼의 독 허슨의 내추럴 증류주(Doc Herson’s Natural Spirits) 

 

서던 티어 

셔멍 카운티의 이브의 사과주 양조장(Eve's Cidery) 

쉴러 카운티의 핑거 레이크스 증류주 양조장(Finger Lakes Distilling) 

쉴러 카운티의 레이크우드 포도원(Lakewood Vineyards) 

Rosa Gil 박사, 스튜벤 카운티의 Konstantin Frank 박사(Dr. Konstantin Frank) 

설리번 카운티의 프로히비션 증류주 양조장(Prohibition Distillery)  

톰킨스 카운티의 이타카 맥주(Ithaca Beer) 

톰킨스 카운티의 사우스 힐 사과주(South Hill Cider) 

 

웨스턴 뉴욕 

카타라우구스 카운티의 포 마일 맥주 양조장(Four Mile Brewing) 

셔터쿼 카운티의 21 브릭스 와인 양조장(21 Brix Winery) 

셔터쿼 카운티의 파이브 앤드 20 증류주(Five & 20 Spirits) 

셔터쿼 카운티의 존슨 이스테이트 와인 양조장(Johnson Estate Winery) 

이리 카운티의 42 노스 맥주회사(42 North Brewing Company) 

이리 카운티의 커뮤니티 맥주회사(Community Beer Works)  

  



이 행사에서 음식과 음료 샘플을 제공하는 뉴욕 기업에는 캐본 크리머리(Cabot 

Creamery), 쵸바니(Chobani), 머서의 와인 아이스크림(Mercer’s Wine Ice Cream), 

오와셔스(Orwasher’s), 레드 재킷 과수원(Red Jacket Orchards), 사라토가 

워터(Saratoga Water), 씨웨이 트레일 허니(Seaway Trail Honey) 및 기타 기업들이 

포함됩니다. 이 행사는 오후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언론 매체 및 교역 업체에게 

개방되며 일반 대중은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입장이 가능합니다. 일반 

입장권은 75 달러이며 여기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요리 및 수제 음료 트레일(Cuisine and Craft Beverage Trail) 

  

Taste NY Experience 외에도 주지사는 또한 Taste NY 요리 및 수제 음료 트레일(Taste 

NY Cuisine and Craft Beverage Trail) 웹페이지를 개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요리 및 

수제 음료 트레일(Cuisine and Craft Beverage Trails) 웹사이트는 2017년-18 년 뉴욕주 

예산(New York State Budget)에서 제공되는 것으로, 성장하고 있는 수제 음료 산업을 더 

촉진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원 스톱 사이트는 뉴욕주 전 지역의 18 개의 요리 및 수제 음료 트레일(Cuisine and 

Beverage Trails)에 대한 정보가 편집되어 있는 최초의 웹페이지입니다. 이 사이트는 

뉴욕 주민과 방문객들을 참여한 와인, 맥주, 증류주, 사과주 생산업체들에 대한 추가 

상세정보를 직접 연결함으로써 뉴욕 주민과 방문객들을 이 영농 관광지에 연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웹페이지는 또한 뉴욕주 농업시장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Markets) 및 뉴욕주 교통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를 통해 와인 

트레일(Wine Trail)이나 농장/사과/요리 트레일(Farm/Apple/Cuisine Trail) 지정 신청에 

관한 단계별 가이드에 접속할 수 있는 수제 음료 생산업체들을 위한 링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Richard A. Ball 뉴욕주 농업부(State Agriculture)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Taste NY Experience 및 음료 및 요리 트레일(Beverage and Cuisine Trails) 페이지를 

통해, 저희는 생산업체를 국내외의 더 많은 고객분들께 연결하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A 부두(Pier A)와의 파트너십은 흥분되며 역동적인 일입니다. Cuomo 

주지사님의 Taste NY 프로그램의 목표를 실제로 실현하여 뉴욕의 중소기업 및 농산물 

생산업체들을 대규모 소비자층에게 집중적으로 선보이게 됩니다. A 부두 하버 

하우스(Pier A Harbor House)는 지역의 식음료 회사들을 상징적인 장소에서 지원하고 

Taste NY Experience 시음 행사를 위한 이상적인 곳으로 만드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사장 겸 최고경영자인 

Howard Zemsky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Taste NY 프로그램 덕분에 새로운 

https://www.tastenyexperience.com/public-event/
https://taste.ny.gov/cuisine-and-beverage-trails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우리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뉴욕의 수제 식음료 

산업은 엄청난 성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뉴욕주의 세계적 수준의 음식과 

음료에 새로운 소비자를 소개하는 동시에 생산업체들이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여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돕는 Taste NY Experience 행사를 지원하게 된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Jim Trezise 와인아메리카(WineAmerica) 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행사는 엄청난 

뉴스이며 뉴욕 와인 양조장들과 기타 수제 음료 생산업체들 및 영농인들에게 획기적인 

돌파구가 될 것입니다. 뉴욕시는 세계 최고 수준의 레스토랑 도시와 와인 수도 중 한 

곳입니다. A 부두(Pier A)는 상징적인 환경에서 훌륭한 음식과 와인을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입니다. 이 파트너십의 다른 요소들이 함께 아름답게 어우러져서 저희는 

현재 뉴욕에서 생산되고 있는 세계적 수준의 와인 및 기타 수제 음료들을 진정으로 

선보이게 될 Taste NY Experience에 대해 특별히 흥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Cuomo 

주지사님, Ball 커미셔너님, 전체 Taste NY 팀에게 이런 행사를 준비해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Paul Leone 뉴욕주 맥주양조기업 협회(New York State Brewers Association) 사무 

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시는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고 다양한 음료 시장 중 한 

곳입니다. A 부두 하버 하우스(Pier A Harbor House), 레드토랑, Taste NY 

Experience에서 뉴욕주 수제 음료를 선보임으로써 이제 고객 및 참석자들은 뒷마당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맛볼 수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Taste NY와 같은 

프로그램들은 우리의 수제 음료 산업의 발전에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는 주지사님의 

대단히 귀중한 지원에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Jenn Smith 뉴욕주 사과주 협회(New York Cider Association) 사무 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은 신제품을 찾아보기를 열망하는 방문객 및 수제 음료 

애호가들에게 쉬운 방법을 제공하고 사과주 및 와인 생산업체와 증류주 양조장들에게 

가치있는 교차 프로모션 기회를 제공하는, 뉴욕주에서 생산된 사과주, 와인, 증류주 등을 

판매하는 단일 상점을 미리보기 위해 Taste NY Experience를 출범시킴으로써 진정한 

마켓플레이스 요구사항을 해결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항구의 숨이 멎는 듯한 

절경과 자유의 여신상(Statue of Liberty)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단지 우리 주의 독특한 

수제 음료의 카리스마만 강화하고 있습니다.” 

  

수제 양조 산업은 Cuomo 주지사의 지도와 인솔하에 여러 가지 조치를 승인하고 산업 

추진과 확장을 위한 중요한 혁신을 시행하면서 전례 없는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뉴욕주는 현재 약 900개의 와인, 맥주, 증류주 및 사과주 양조장이 자리한 곳입니다.  

  

뉴욕에는 또한 600 개가 넘는 농장 와인 양조장, 맥주 양조장, 증류주 양조장, 사과주 

양조장 등이 있습니다. 2010년 195곳이었던 뉴욕주의 와인 양조장 수는 현재 

322곳으로 65% 넘게 증가하였습니다. 오늘날 농가 양조장의 수 또한 2010년 10곳에서 



109곳으로 늘어났습니다. 2013년 맥주 양조 농장 라이센스와 2014년 사과주 양조 농장 

라이센스를 비롯하여 2011년 이래로 2개의 라이센스가 신설되어, 맥주 양조장 149곳과 

사과주 양조장 29곳이 설립되었습니다. 

  

Taste NY 소개 

Taste NY은 Cuomo 주지사가 뉴욕주의 식음료 산업을 홍보하기 위해 2013년에 

출범시킨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시장부(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Markets)에서 감독하며, 현지 생산업체들에게 뉴욕주 전 지역의 다양한 장소들과 

그레이트 뉴욕주 박람회(Great New York State Fair) 및 베스페이지 주립공원(Bethpage 

State Park)의 바클레이 골프 토너먼트(Barclays Tournament) 등과 같은 대대적인 

공공행사에서 자사 제품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해당 지역 생산업체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간, Taste NY 이니셔티브는 꾸준한 성장과 인지도를 보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2015년에 450만 달러의 매출을 보고한 후 2016년에는 1,310만 달러로 그 

수치가 세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오늘날 Taste NY 브랜드로 판매되는 뉴욕주 제품은 

푸에르토리코의 산후안에 있는 뉴욕주 무역관광사무소 (New York State Office of Trade 

and Tourism) 뿐만 아니라 뉴욕주 전 지역 60개 이상의 지점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Taste NY에 관해 보다 상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www.taste.ny.gov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Facebook, Twitter, Instagram, Pinterest 등을 통해서 Taste NY와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A 부두 하버 하우스(Pier A Harbor House) 소개 

맨해튼에서 가장 아름다운 석양과 물가 풍경을 즐길 수 있는 A 부두 하버 하우스(Pier A 

Harbor House)는 배터리 파크가 허드슨 강을 만나는 곳에 위치한 28,000 평방 피트 

규모의 여러가지 음식과 음료를 즐길 수 있는 관광지입니다. 1886 년에 지어졌으며, 

뉴욕시의 해양, 시민, 문화 역사의 일부로 복원된 랜드마크입니다. 

  

길게 이어진 홀(Long Hall)과 굴 바(Oyster Bar)로 구성된 1 층은 야외 식사를 위한 

테이블이 갖추어진 산책로(Promenade)로 둘러싸여서 유쾌하게 식사와 음료를 즐길 수 

있는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공간입니다. 2 층에는 프라이빗 다이닝룸과 아울러 데드 

래빗(The Dead Rabbit) 바의 Sean Muldoon씨와 Jack McGarry씨가 운영하는 새로운 

쿠바 스타일의 바인 A 부두(Pier A)의 블랙테일(BlackTail) 바가 있습니다. 로우어 맨해튼 

워터프론트 풍경 및 파이낸셜 디스트릭트 스카이라인의 다른 곳과 비교할 수 없는 

전망을 갖춘 3 층은 특별 행사 전용 공간입니다. 

  

A 부두 하버 하우스(Pier A Harbor House)는 데드 래빗(The Dead Rabbit), 해리의 카페 

앤드 스테이크(Harry's Cafe & Steak), 르 디스트릭트(Le District), 미슐랭 별을 받은 

L’Appart, 율리시스(Ulysses’), 기타 유명한 다운타운의 장소들을 운영하는 Peter 

https://www.taste.ny.gov/
https://www.facebook.com/TasteNY?fref=ts
https://twitter.com/tasteny
https://instagram.com/tasteny
https://www.pinterest.com/TasteNY/


Poulakakos씨가 이끄는 유명한 뉴욕시 레스토랑 및 개발 회사인 HPH가 소유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플레이스 22 번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정보는 (212) 785-0153 번으로 전화하시거나 www.piera.com을 

방문하시거나 Facebook의 https://www.facebook.com/PierANYC/ 및 

https://www.facebook.com/TheLongHallPierA1886/에서 “좋아요(like)”를 선택해 

주십시오. @PierA_NYC에서 트위터로 저희를 팔로우 해주시고 @piera_nyc 및 

@partiesonthepiera에서 인스타그램으로 저희를 팔로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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