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년 9월 12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11월 5일부터 11일까지를 사상 최초의 테이스트 뉴욕 수제 음료 

주간(TASTE NY CRAFT BEVERAGE WEEK)으로 선정한다고 발표  

  

제조업체들을 바, 레스토랑, 소매상점의 소유주들과 연결하고 참여를 독려하는 네트워크 

구축 행사 개최  

  

참여하기 위해 가입해야 하는 비즈니스를 위한 수제 음료 주간(Craft Beverage Week) 웹 

페이지 개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이 경제 분야를 성장시키기 위한 주지사의 시정방침 

계획(Governor's State of the State Initiative)을 지원하는 수제 음료 주간(Craft 

Beverage Week)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11월 5일부터 11일까지를 사상 최초의 테이스트 뉴욕 

수제 음료 주간(Taste NY Craft Beverage Week)으로 뉴욕시에서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지사의 2017년 시정방침 연설(2017 State of the State address)에서 

처음 발표한 이 연례 행사를 통해 뉴욕주의 세계적인 수준의 와인, 맥주, 증류주, 사과주 

등의 판매 증진을 돕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최초의 

행사를 앞두고, 뉴욕시의 레스토랑, 바, 소매상점 소유자, 구매 대리인 등을 뉴욕주 전 

지역의 제조업체들과 연결시키기 위해 참여를 독려하는 시음회가 상징적인 장소인 피어 

에이 하버 하우스(Pier A Harbor House)에서 오늘 개최되었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관심 

있는 기업들이 수제 음료 주간(Craft Beverage Week)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가입할 수 

있는 새로운 웹 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의 수제 음료 업계는 최근 몇 년간 전례 없는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그 결과, 이 산업은 뉴욕주의 전 지역에서 지역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대단히 중요한 원동력이 되어 왔습니다. 수제 음료 주간(Craft Beverage 

Week)을 통해 현지 제조업체들에게 뉴욕 전 지역의 레스토랑과 제휴하여 일류 제품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저는 모든 지역의 수제 음료 애호가들이 

https://taste.ny.gov/craft-beverage-week-grand-tasting-registration#_blank
https://taste.ny.gov/craft-beverage-week-grand-tasting-registration#_blank
https://taste.ny.gov/2017-taste-ny-craft-beverage-week#_blank


 

 

우리의 와인 양조장, 사과주 양조장, 맥주 양조장, 증류주 양조장들이 제공하는 최고의 

제품들을 둘러보시고 시음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수제 음료 주간(Craft Beverage Week) 동안, 행사에 참여한 레스토랑, 바, 선술집, 

소매상점들은 뉴욕의 와인, 맥주, 증류주, 사과주 등을 부각시키고 이러한 일류 상품 

판매를 증대하기 위해 특별 행사 및 홍보 행사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별 행사 

및 홍보 행사에서 맥주 제조업체 디너, 소믈리에 주최 시음회, 주류를 곁들인 디너, 탭 

테이크오버 행사, 해피 아워 스페셜, 뉴욕 수제 음료 칵테일 스페셜, 정보 세미나 등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들은 오늘 오후 시음 행사 및 네트워크 구축 행사에서 뉴욕 소재 약 

50 곳의 맥주 양조장, 와인 양조장, 증류주 양조장, 사과주 양조장의 제품들을 샘플로 

제공받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 제조업체들은 바, 레스토랑, 소매 상점의 

소유주들과 직접 대면하여 그들의 제품을 선보일 수 있습니다. 목표는 수제 음료 

주간(Craft Beverage Week) 행사에 참여하도록 권하는 것이었습니다. 참여한 

사업체들이 이 행사 주간의 홍보에 그치지 않고 사업 관계를 지속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제조업체들이 네트워크 구축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맥주 양조장  와인 양조장  증류주 양조장  사과주 양조장  

Big Alice 

Brewing 

Company- 

롱아일랜드 시  

Arrowhead Spring 

Vineyards- 락포트  

The Albany 

Distilling 

Company- 올버니  

Angry Orchard 

Innovation 

Ciderhouse- 월든  

FX Matt Brewing 

Co.- 유티카  

Black Willow 

Winery- 버트  

Black Button 

Distilling- 

로체스터  

Bad Seed Cider Co.- 

하일랜드  

Good Nature 

Brewing- 해밀턴  

Coyote Moon 

Vineyards- 

클레이턴  

Cooperstown 

Distillery- 

쿠퍼스타운  

Big Apple Hard 

Cider- 뉴욕  

Greenport 

Brewing 

Company- 

피코닉  

Element Winery- 

아크포트  

Dennings Point 

Distillery- 비콘  

Brooklyn Cider 

House-뉴팔츠  

KelSo Beer- 

브롱크스  

Enlightenment 

Wines- 브루클린  

Honeoye Falls 

Distillery- 허니 

폴스  

Doc's Draft Hard 

Cider (Warwick 

Valley Winery and 

Distilling)- 워윅  

Lithology Heron Hill Winery- Lockhouse Hudson Valley 



 

 

Brewing 

Company- 

파밍데일  

해먼즈포트  Distillery- 버펄로  Farmhouse Cider 

(Breezy Hill 

Orchard)- 

스태츠버그  

New York Beer 

Project- 락포트  

Lamoreaux Landing 

Wine Cellars- 로디  

Nahmias et Fils 

Distillery- 용커스  

Kite & String Cider- 

인터라켄  

Prison City 

Brewing- 오번  

Lieb Cellars & 

Bridge Lane Wine- 

컷쵸그  

Port Morris 

Distillery- 포트 

모리스  

Nine Pin Ciderworks 

LLC- 올버니  

Rip Van Winkle 

Brewing Co.- 

캐츠킬  

Martha Clara 

Vineyards- 

리버헤드  

Southern Tier 

Distilling- 

레이크우드  

Pennings Cidery- 

워윅  

Roscoe Beer 

Company- 

로스코  

Ravines Wine 

Cellars- 제네바  

Springbrook 

Hollow Farm 

Distillery- 

퀸스버리  

Rootstock Hard 

Cider- 윌리엄슨  

Skewed 

Brewing- 

워터타운  

Sheldrake Point 

Winery- 오비드  
    

Swiftwater 

Brewing 

Company, LLC- 

로체스터  

Sparkling Pointe 

Vineyards and 

Winery- 사우솔드  

    

Threes Brewing- 

브루클린  

Stoutridge 

Vineyard- 말보로  
    

War Horse 

Brewing- 제네바  

Wolffer Estate- 

사가포낵  
    

Empire Brewing 

Company - 

카제노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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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의 수제 음료 산업은 계속 규모가 커지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이 

그 길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 주간 홍보 행사 및 혁신적인 입법 개혁 등과 같은 

흥분되는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통해, 제조업체들이 영업을 하면서 자신들의 고유 제품을 

선보이는 일이 그 어느 때 보다 쉬워졌습니다. 동시에 뉴욕의 농장들은 지역 식재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욕주 전 지역의 작은 

지역사회들은 관광 산업의 성장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좋은 

뉴스입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ESD)의 사장 겸 최고경영자인 

Howard Zemsky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의 수제 음료 산업은 Cuomo 

지사님의 리더십 덕분에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산업은 지역 경제를 강화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우리는 테이스트 뉴욕 수제 음료 

주간(Taste NY Craft Beverage Week)을 통해 이 추진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주간 

행사를 통해 뉴욕주 전 지역의 제품을 선보이고 뉴욕에서 만든 세계적인 맥주, 와인, 

사과주, 증류주 등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끌어 모을 수 있습니다.”  

  

뉴욕주 주류관리청(State Liquor Authority)의 Vincent Bradley 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고 법률을 현대화하며 혁신적인 마케팅 캠페인을 

시작함으로써, 뉴욕 수제 음료 산업에 대한 Cuomo 주지사님의 지원은 뉴욕주 전 

지역에서 전례 없는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수제 음료 주간(Craft Beverage Week)은 

우리의 수제 음료 제조업체들에 대한 주지사님의 공약 실천을 분명히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입니다. 모든 병과 유리잔에 담긴 독특한 이야기들, 창의적인 장인 정신을 

소비자들이 개인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주지사로 취임한 이후, Cuomo 주지사는 뉴욕의 수제 음료 산업을 현대화하고 새로운 

법률, 규제 개혁, 혁신적인 프로그램, 홍보 캠페인 등을 통해 전례가 없는 성장을 위한 

활동을 선도해 왔습니다. 오늘날, 뉴욕주 전 지역에는 1,000 곳 이상의 허가받은 와인 

양조장, 맥주 양조장, 증류주 양조장, 사과주 양주장들이 있으며, 이는 2011년에 비해 3 

배가 증가한 숫자입니다.  

  

뉴욕주 맥주 양조자 협회(NYS Brewers Association)의 Paul Leone 사무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맥주 양조 업계의 성장은 유리한 입법과 엄청난 수요 덕분에 꾸준히 

진행되어 왔습니다. 모든 종류의 수제 음료 홍보에 매진하는 Cuomo 주지사님의 노력 

덕분에, 뉴욕은 빠른 속도로 미국 전체에서 최고의 수제 맥주를 생산하는 주들 중의 한 

곳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상 최초의 테이스트 뉴욕 수제 음료 주간(Taste New York 

Craft Beverage Week)과 같은 행사를 통한 홍보는 지역에서 제조한 맥주, 사과주, 와인, 

증류주들이 좀 더 많이 그것을 원하는 대중의 손에 전달되도록 하는 또 하나의 방법일 

뿐입니다.”  

  

뉴욕 와인 포도 재단(New York Wine and Grape Foundation)의 Samuel Filler 

상임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시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경쟁력 있는 와인 

시장입니다. 뉴욕의 와인 업계는 뉴욕시 시장에 진출하여 상업계 및 미디어계에 

세계적인 수준의 와인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인 수제 음료 주간(Craft Beverage 

Week)처럼, Cuomo 주지사님이 만들어 주신 기회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수제 음료 

주간(Craft Beverage Week) 행사는 뉴욕시에서 이 산업의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 

업체들이 사업 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뉴욕 사과주 연합(New York Cider Association)의 Jenn Smith 상임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수제 음료 주간(New York Craft Beverage Week)은 제품들을 제조한 

곳 근처에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수제 음료 시장을 개발하고 있는 우리 주에서 

생산되고 있는 다양하고 맛있는 맥주, 사과주, 증류주, 와인 등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고 

감상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10월 중순에 제7차 연례 뉴욕시 사과주 

주간(seventh annual Cider Week NYC)을 시작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조직화된 홍보 

활동이 우리 제품이 소비자들에게 전달되는 데 실제로 매우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더 크고 종합적인 수제 음료 축제의 일원이 된 점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피어 에이 하버 하우스(Pier A Harbor House)의 Anthony Malone 운영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유의 여신상(Statue of Liberty)과 허드슨 리버(Hudson River)를 배경으로, 

피어 에이 하버 하우스(Pier A Harbor House)에서 테이스트 뉴욕 수제 음료 주간(Taste 

NY Craft Beverage Week)의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어 영광이었습니다. 저희는 음식 

장인이 만드는 엠파이어 스테이트의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다양한 범위의 식품 및 음료 

공급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Cuomo 주지사님의 끊임없는 노력에 찬사를 보냅니다. 

앞으로 저희는 피어 에이(Pier A) 바로 여기에서 뉴욕주 와인과 증류주만 전용으로 

판매하는 사상 최초의 테이스트 뉴욕(Taste NY) 매장을 개장하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뉴욕 증류주 제조업자 길드(New York Distillers Guild)의 Cory Muscato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전 지역의 수제 증류주 산업은 Cuomo 주지사님의 리더십과 지원 

덕분에 지난 몇 년 동안 수요와 입지 측면에서 엄청난 성장을 보였습니다. Cuomo 

주지사님과 대단히 배려심 깊은 의원님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뉴욕주를 수제 음료 

분야의 개혁 및 성장 프로그램의 전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증류주 

제조업자들이 뉴욕 주민 모두의 손에 자신들의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돕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노력과 지원을 볼 수 있어서 대단히 기쁩니다. 테이스트 뉴욕 수제 음료 

주간(Taste NY Craft Beverage Week)은 뉴욕의 모든 수제 음료 제조업체들이 

전국적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데 도움이 되는 또 다른 훌륭한 사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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