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년 6월 12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현재 맞춤형 맥주, 와인, 사과주 생산 센터의 신규 지원서 제출이 

가능함을 발표 

 

뉴욕주의 크래프트 음료 취미 생산을 장려하는 신규 면허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맥주, 와인 및 사과주를 가정용으로 생산하려는 

주민들에게 공간과 장비를 제공하는 맞춤형 크래프트 음료 생산 센터의 운영 신청서를 

현재 접수 중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신청 프로세스를 감독하는 기관인 주정부 

주류관리청(State Liquor Authority)은 수제 맥주, 와인, 사과주의 생산을 촉진하는 신규 

면허를 발급합니다. 면허는 현 위치에서 부가 사업체를 설립하려는 크래프트 제조업체 

또는 독립형 맞춤형 수제 크래프트 음료 생산 센터를 개장하려는 사업체 모두에게 

발급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신규 면허는 뉴욕 주민들이 자신만의 맥주, 

와인 또는 사과주를 만들 수 있는 보다 큰 기회를 제공하면서 이미 급성장 중인 크래프트 

음료 산업을 강화하게 됩니다. 이러한 윈-윈-윈(win-win-win) 정책은 취미 양조업자, 와인 

제조자, 사과주 제조자들이 자신의 기술을 연마하면서 음료 제조업체에 새로운 수입원을 

제공함으로써 뉴욕 농장의 성공과 번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16년 11월 14일, Cuomo 주지사는 크래프트 음료 애호가, 취미 양조자, 기타 

아마추어 양조자, 와인 제조자, 사이다 제조자가 기존 시설의 전문 지식, 공간 및 장비를 

활용하여 개인용 크래프트 음료를 생산할 수 있는 맞춤형 크래프트 음료 생산 센터의 

설립을 허가하는 신규 면허를 허가하는 법안에 서명하였습니다. 

 

뉴욕의 크래프트 음료 산업은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 중 하나지만, 도시 및 

교외 지역에서는 종종 거주자들이 가정에서 제품을 생산할 적절한 공간이나 장비를 

이용할 여유가 없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공간을 제공하고 간접 비용을 

낮추는 것 외에도, 신규 맞춤형 생산 센터는 현지 재배 재료 수요를 늘리고, 뉴욕주의 

소형 크래프트 제조업체의 수익을 창출하며, 취미 양조자와 뉴욕주 전역의 늘어나는 

크래프트 음료 제조자에 합류하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전문 실전 교육을 제공합니다.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signs-legislation-help-expand-recreational-production-beer-wine-and-cider-new


현 크래프트 제조업체가 맞춤형 제조 시설을 기존 시설에 추가하는 경우, 신청서는 

이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크래프트 음료 제조 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 신청서는 이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원의원 David Carlucci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심 사항이 공통되는 사람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지역사회 내의 장소를 제공하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 항상 중요한 

사항이었습니다. 이러한 맞춤식 센터들의 설립을 통해서 주민들은 교육을 받고, 장비를 

공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뉴욕의 맥주, 와인 및 사과주 산업은 발전하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으로 인재 풀이 보다 튼튼해질 것입니다. 또한 보다 많은 생산자들이 현지에서 

재배한 포도, 사과, 홉 및 보리를 사용하게 되어, 뉴욕주의 농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산업을 성장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해 주신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하원 농업위원회 위원장 Bill Magee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신규 면허 설립으로 

농민, 취미 양조자, 크래프트 맥주 애호가가 자신만의 크래프트 음료를 소량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와인 및 맥주 생산에 사용되는 뉴욕주 재배 농산물의 판매에 혜택을 

가져다 주고, 또 새로 허가된 맞춤형 분쇄 설비의 신규 시장 기반을 창출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뉴욕주 주류관리청 국장 Vincent Bradley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뉴욕주 크래프트 

음료 생산의 재기를 촉진하기 위한 이번 정부의 노력의 또 다른 예입니다. 이번 신규 

면허는 크래프트 음료 애호가에게 제조 공정 동안 장비가 완비된 시설, 재료 및 전문가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많은 뉴욕 주민들이 크래프트 음료 생산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크래프트 음료 제조업체가 사업을 확장하고 신규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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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면허는 크래프트 음료 산업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고, 뉴욕주 현지에서 재배된 

농산물의 수요를 증진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흥미로운 방법입니다. 뉴욕주는 가장 

뛰어난 지성인들을 갖추고 있으며, Cuomo 주지사님이 서명한 이번 신규 법안은 

기업가와 소비자를 위한 윈-윈(win-win)입니다. 이는 음료 제조업체가 자신의 공간과 

전문성을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고, 맥주, 와인 또는 사과주 

제조 기술을 익히려는 이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 줄 것입니다.” 

 

Howard Zemsky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 (Empire State Development, ESD) 사장 

겸 최고경영자 및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은 새 면허를 

설립하고, 불필요한 형식적 절차를 생략하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을 촉진시켜 

뉴욕주의 크래프트 음료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노력해 오셨습니다. 이번 맞춤형 음료 

면허는 뉴욕주의 크래프트 음료 업계에 새 이익을 창출하여 현지 사업체와 크래프트 

http://www.sla.ny.gov/system/files/Custom-center-application5132017.pdf
https://www.sla.ny.gov/system/files/ManufacturersApplication-051217.pdf


음료 제조업체에 지속적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New York Farm Bureau 회장 David Fish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신규 면허로 

뉴욕주의 와이너리, 양조장 및 사과주 양조장이 서비스를 확장하고, 번창하는 크래프트 

음료 산업이 추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이번 면허 설립으로 농부들이 

혜택을 누릴 뿐만 아니라, 현지 재배 과일과 수제 맥주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기타 농가 

재배 재료의 수요를 증진시킬 것입니다.” 

 

Cuomo 주지사의 리더십으로, 뉴욕주는 현재 600곳 이상의 와이너리 농장, 맥주 양조장, 

증류주 양조장, 사과주 양조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증류주 양조 농장이 2010년 

10곳에서 현재 114곳으로 증가한 반면, 뉴욕주의 와이너리는 2010년 195곳에서 현재 

329곳으로 약 70%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2013년의 맥주 양조 농가 면허와 2014년 

사과주 양조 농가 면허 등, 2011년 이래로 면허 2개가 신설되었습니다. 현재 뉴욕주는 

맥주 양조 농가 163곳과 사과주 양조 농가 34곳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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