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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2015년도년도년도년도 와인와인와인와인, 맥주맥주맥주맥주, 증류주증류주증류주증류주 및및및및 사과주사과주사과주사과주 서밋서밋서밋서밋 이후이후이후이후 개혁개혁개혁개혁 완료완료완료완료 내용을내용을내용을내용을 

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주류국주류국주류국주류국, 오늘오늘오늘오늘 12개개개개 개혁안을개혁안을개혁안을개혁안을 승인하다승인하다승인하다승인하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주류국이 뉴욕의 음료 제조업체 및 

도소매업체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일단의 자문기관을 승인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10월 7일, Cuomo 주지사는 뉴욕주의 제3회 맥주, 와인, 증류주 및 

사과주 서밋을 열어 업계 참가자들이 이 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구체적인 입법 및 규제 

문제들을 제기하였습니다. 업계와 공동으로 업무를 처리하면서 음료 생산업체를 

지원하는 뉴욕주의 조치로 2011년 이후 뉴욕주 크래프트 제조업체의 수가 두 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이 산업은 세계 최고의 맥주, 와인, 증류주 및 사과주뿐만 아니라 일자리와 경제 활동을 

도모하는 등 뉴욕의 성공 스토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라고라고라고라고 Cuomo 주지사가주지사가주지사가주지사가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개혁안을 제정하여 관료적 형식주의를 지양하고, 규제를 

완화하며, 상식적인 개혁을 일으켜 이들 업계가 뉴욕 구석구석에서 발전하고 

성장해나가도록 우리 행정부의 성공적인 노력을 발견시켜나가고 있습니다.”  

 

뉴욕주가 맥주, 와인, 사과주 및 증류주 제조업체를 포함해 업체들이 직면하고 있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주요 규제 및 입법 개혁을 단행했지만, 서밋 참석자와 뉴욕주 

리더들 간의 토론으로 이 업계가 발전해나가는 데 취할 수 있는 또 다른 조치를 

발견하였습니다.  

 

오늘 선정되어 즉시 효력을 갖는 SLA 자문기관들은 다음을 수행할 것입니다:  

• 판매원들에게 다수의 크래프트 비어 제조업체를 대표하도록 허용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소규모 크래프트 비어 생산자들을 위한 분배 규모가 늘어나고 

판매원들이 점점 커가는 음료업계에 참가할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할 것입니다. 

• 여러 크래프트 비어 제조업체 지점을 같은 곳에 배치시킬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일단의 제조업체들이 지역을 함께 공유하면서 운영비를 절감하고 크래프트 

제품에 더 많은 소매 아울렛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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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양조 사업 안내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오늘날의 자문기관들은 계약 

양조 사업을 명백하게 승인하여, 소규모 맥주공장들이 더 큰 생산업자의 시설을 

사용하여 맥주를 제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정책은 기존의 맥주공장에 

부수적인 수입을 제공하면서 이 시장에 진입하는 소규모 맥주공장을 도와주는 등 

대규모 및 소규모 제조업체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입니다. 

• 마케팅 허가증을 갱신할 것입니다. 이제 맥주공장들은 소매 지역에서 소매업체가 

제공하는 시음행사에 사용되는 맥주를 구입할 수 있어서 시음 횟수를 늘리고 

운송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가내 와인 제조 센터를 승인할 것입니다. SLA은 와이너리와 농장식 와이너리에 

“가내 와인 제조” 센터로 운영할 수 있는 허가증을 발급할 것입니다. 이로써 

고객들은 전문가 자문을 받고 개인적인 소비를 위해 와인 제조를 위한 와이너리 

장비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와인 스쿨과 기타 알코올 음료 교육 클래스 및 세미나에서 시음을 승인할 

것입니다. SLA은 커리큘럼으로 시음을 실시하는 진짜 학교 설립 허가서를 

발급하여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크래프트 제품을 소개하고 연구를 지원할 

것입니다.  

• 비영리단체를 위해 크래프트 음료 시음 허가증을 발급할 것입니다. SLA 

위원회는 제조업체와 도매업자가 알코올 음료 샘플과 판매를 제공하는 

행사장에서 비영리단체들이 입장료를 부과할 수 있는 허가증을 승인하였습니다. 

• 상점 안에서 음주를 허락하지 않는(Off-Premises) 맥주 소매업체들로 하여금 

허가 받은 구역에서만 음주 판매 활동을 하게 하기보다는 창고에서 맥주 판매 

주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 시즌 별로 술집을 추가로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을 낮춰줄 것입니다. 레스토랑, 

바, 선술집 주인들은 라이선스가 있는 상점 내에 한 곳의 바를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바를 하나 더 운영하려면 첫 라이선스 발급 비용에 해당하는 비용이 

듭니다. 오늘 SLA 위원회는 “바 추가” 시 그에 비례한 수수료가 발급되도록 

승인항ㅆ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야외 파티오나 데크에서 시즌 별로 바를 

운영하는 소매업체는 바를 운영하는 개월 수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 받습니다.  

• 주 이외의 장소에 맥주 펍을 소유한 사람에게 뉴욕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로 이들 업체들은 뉴욕주에서 사업을 

확대하고 뉴욕주의 라이선스 소지자는 다른 주에서 사업을 할 기회를 생각해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소매업체들이 시행하는 래플과 운수에 맡기고 하는 승부를 수행하는 법칙을 

명확히 할 것입니다. 새로운 안내서가 마련되어 비영리 기관들이 소매업체에서 

모금 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이러한 활동이 뉴욕주 법과 법규에 따라 

이뤄지는 경우).  

• 비영리 클럽 라이선스 소지자를 지원할 것입니다. SLA는 오늘 비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과 관련하여 클럽 라이선스 소지자들을 위한 안내를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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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A의의의의 Vincent Bradley 회장은회장은회장은회장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Cuomo 

주지사는 문제, 생각, 우려사항들을 공개적으로 토론하기 위해 업계 및 주정부 

지도자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말하지만, 뉴욕주는 이러한 업체들이 계속 번성하고 커나갈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뉴욕뉴욕뉴욕뉴욕 와인와인와인와인 & 포도포도포도포도 재단의재단의재단의재단의 Jim Trezise 사장은사장은사장은사장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앞의 두 서밋이 남긴 

선례에 따라 Cuomo 주지사와 그 행정부는 뉴욕 크래프트 음료의 마케팅과 홍보를 위한 

자금 지원에서부터 이러한 소규모 가내 수공업 업체들이 돈을 절약하고 그들의 시간을 

보다 생산적인 일에 쓰며 그들의 제품을 보다 효과적으로 마케팅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일련의 매우 유용한 규제안에 이르는 주요 프로젝트를 발표하였습니다. 뉴욕주 주류국의 

자문단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우리는 우리 업계를 위한 이들의 

활동과 파트너십에 감사 드립니다.”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맥주제조업협회의맥주제조업협회의맥주제조업협회의맥주제조업협회의 Paul Leone 사무국장은사무국장은사무국장은사무국장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올해 서밋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Cuomo 주지사와 그의 행정부가 우리의 필요사항에 계속 귀를 

기울여주시고 크래프트 음료 산업이 우리 뉴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방법으로 

도와주신 것에 매우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SLA은 또한 필요할 경우 우리 업계에 

전반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게 조정을 하는 방식으로 크래프트 음료 환경을 보살피는 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는 이러한 헌신적인 자세와 전향적인 사고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증류주증류주증류주증류주 길드의길드의길드의길드의 사장이자사장이자사장이자사장이자 Finger Lakes Distilling 소유주인소유주인소유주인소유주인 Brian McKenzie는는는는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가장 최근의 서밋으로 일어난 변화는 규제를 현대화하고 우리 

고객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개선하며 사업을 하는 비용을 낮춰줌으로써 크래프트 

음료 업계에 이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 업계에 대한 주지사의 지원에 감사 드리며, 

이러한 변화가 일자리 추가 창출, 관광업 홍보, 지역 농업 지원과 같이 뉴욕주에 경제적인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사과주협회사과주협회사과주협회사과주협회 사장이자사장이자사장이자사장이자 뉴욕뉴욕뉴욕뉴욕 Trumansburg 소재소재소재소재 Black Diamond Farm의의의의 Ian 

Merwin은은은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NY 사과주 협회를 대표해서 최근의 크래프트 음료 

서밋에 참가하여 우리 주지사와 뉴욕주 정부기관들의 신속하고 주도적인 응답을 얻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뉴욕 정부는 맛좋은 음식, 성공적인 관광객 및 레스토랑 운영 

기회, 현지 재배 과일, 곡식, 그리고 뉴욕 치즈처럼 과일주와 와인과 병행한 기타 

식품들을 위한 고가의 시장을 제공하는 중요한 규제 개혁이 로컬 크래프트 음료의 

성장을 도모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주에서 곤란했던 사과주 

생산 및 소비가 최근 놀랍게 증가한 것은 주지사와 그 행정부가 보여준 이러한 종류의 

리더십이 없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뉴욕뉴욕뉴욕뉴욕 Clifton Park 소재소재소재소재 Yankee Distillers의의의의 증류주생산업자증류주생산업자증류주생산업자증류주생산업자 겸겸겸겸 공동소유주인공동소유주인공동소유주인공동소유주인 Matthew 

Jager는는는는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뉴욕 증류주 생산업자들은 Cuomo 주지사를 친구이자 

증류주 산업의 큰 지지자로 계속 중요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제조업체들에게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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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에 지사를 낼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은 Yankee Distillers에게 맥주 제조, 사과주 제조, 

또는 와이너리와 함께 하고 크래프트 음료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주 행정부는 뉴욕 증류주 생산업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이들을 위해 계속 활동해나갈 것입니다.”  

 

뉴욕뉴욕뉴욕뉴욕 Rochester 소재소재소재소재 Black Button Distilling의의의의 증류주증류주증류주증류주 생산책임자생산책임자생산책임자생산책임자 겸겸겸겸 사장인사장인사장인사장인 Jason 

Barrett은은은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뉴욕의 소규모 크래프트 음료 생산업자들이 

일자리를확대하고 우리 뉴욕주에서 재배된 농산물을 더욱 더 많은 분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힘을 합칠 수 있도록 한 소규모 사업체 소유주가 말한 걱정거리가 뉴욕주 

주류국에서 소송까지 제기할 수 있는 자문단을 구성하게 된 것은 참으로 인상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소규모 음료 제조업체인 우리들이 더욱 더 경쟁력을 갖추고 우리의 

로컬 제품들을 출시할 수 있도록 힘을 합쳐주신 Cuomo 주지사와 SLA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뉴욕시 Johnson City 소재 Binghamton Brewing Company의 소유주인 Kristen Lyons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정부가 계약 맥주 제조를 허용해주어서 소규모 맥주제조업체들은 

성장의 도전을 줄이고 세계적 수준의 장비와 업계 최고의 방식을 사용하여 대규모로 

맥주를 제조하는 방식으로 수요를 맞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 Farm Brewery 

라이선스를 만들어주신 Cuomo 주지사께 감사 드립니다. 이 라이선스로 우리는 

사업체를 열고 서밋을 개최하며 우리의 관심사를 위해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New York City Hospitality Alliance의의의의 변호인인변호인인변호인인변호인인 Robert Bookman는는는는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The Hospitality Industry는 지난 주 서밋에서 제기된 개혁 사항에 대해 아주 

신속하게 대응해주신 주지사와 SLA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앞서 

열렸던 두 번의 서밋을 통한 발전을 바탕으로 할 것이며 세계 최고로 남기 위해 이 업계를 

발전시키고 강화할 것입니다.” 

 

Cornell University의의의의 농업생명과학대농업생명과학대농업생명과학대농업생명과학대 Julie Suarez 부학장은부학장은부학장은부학장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Cornell University의 농업생명과학대는 크래프트 음료 산업을 대상으로 한 공공 

아웃리치 포럼에서 뉴욕주 주류국과 파트너가 되어 우리의 랜드-그랜트(land grant) 

미션의 일부로 Cornell University가 제공한 연구 기반 지식 및 인력 개발 프로젝트를 함께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업계의 성장은 진실로 흥미롭습니다. 

뉴욕에서의 사업 활동을 더 용이하게 해준 Cuomo 주지사 및 Bradley 회장의 많은 변화, 

그리고 교실이라는 공간과 원격 교육을 통한 지식 확대를 목표로 한 우리 Geneva 

campus의 Winery & Enology Lab이 앞으로 오랫동안 이러한 여세를 이어나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Danow, McMullan & Panoff 로펌의로펌의로펌의로펌의 산업산업산업산업 전문전문전문전문 변호사변호사변호사변호사 겸겸겸겸 파트너인파트너인파트너인파트너인 Keven Danow는는는는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뉴욕주 내 음료 알코올 산업에 대한 Cuomo 주지사의 관심과 지원은 

대단합니다. 대부분의 주에서 서밋은 아이디어가 만들어지고 사라지고 마는 곳입니다. 

뉴욕에서는 Cuomo 주지사가 서밋을 개최하여, 1주 안에 대부분의 제기된 문제들을 

처리하고 해결합니다. Bradly 의장, Kim 장관, CEO인 O’Brien은 서밋에서 제기된 



 

Korean 

아이디어를 12개의 새로운 자문사항으로 바꾸어놓았습니다. 이를 통해 뉴욕에서의 기업 

풍토가 크게 바뀔 것입니다. 이는 뉴욕 시민들을 위해서 정부와 업계를 하나로 묶는 

주지사의 능력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뉴욕주의 성장하는 맥주, 와인, 증류주 및 사과주 산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http://www.taste.ny.gov를 방문하십시오.  

 

SLA 권고를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http://www.sla.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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