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년 10월 24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뉴욕 음료 제조업체들을 위해 불필요한 요식 행위를 줄이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발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알코올 음료 브랜드 라벨의 전자 등록을 통해 

뉴욕주에서 사업 상의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취임한 첫 날부터, 이 행정부는 뉴욕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수제 음료 부문에서 더 많은 성장, 더 많은 일자리, 더 많은 경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불필요한 요식 행위를 줄이고 비용을 낮추며 부담스러운 규정들을 

철회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종이 서류 요건을 없애고 회사들이 브랜드 라벨을 

전자적으로 등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우리는 이 업무를 바탕으로 하여 기업을 위해 더 

많은 인위적인 장벽을 허물어서 기업들이 우리 주의 맥주, 와인, 사과주, 증류주 산업의 

강점을 계속 확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현행 법의 경우, 브랜드 라벨 등록은 배달 증명 우편, 등기 우편 또는 야간 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법안(A.8242/ S.6120) 하에서, 주류관리법(Alcoholic Beverage Control Law)은 브랜드 

라벨 등록 신청서를 전자적인 방식으로 제출하게 허용하고, 매년 제출할 필요 없이 

3년마다 제출하도록 허용합니다. 이 법안은 또한 해당 기관 또는 제삼자가 전자 제출물에 

대한 처리 수수료를 청구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Terrence Murphy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기업 친화적인 법안의 

통과로 브랜드 라벨 등록 신청서의 전자 제출을 허용함으로써 주류관리청(State Liquor 

Authority)을 21 세기에 걸맞게 변모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등록 유지 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길어집니다. 이 법안의 서명을 통해 주류 업계에 우리가 기업인과 주류 

애호가들에게 친화적으로, 우리 법률을 현대화하여 개정하고 있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Didi Barrett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의 수제 음료 산업은 주정부가 

이미 통과시킨 법안 덕분에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주지사님의 오늘의 조치로 

기업들의 브랜드 라벨 등록이 훨씬 간편해질 것입니다. 온라인 등록을 허용하고 등록 

유지 기간을 연장하여 제조업체들이 자신의 사업에 주력할 수 있는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맥주, 와인, 증류주, 사과주 기업들이 제품을 확대하여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최고 수준의 제품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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