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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WALDEN 소재소재소재소재 ANGRY ORCHARD가가가가 새로운새로운새로운새로운 혁신혁신혁신혁신 사이다사이다사이다사이다 

하우스하우스하우스하우스(INNOVATION CIDER HOUSE) 개장을개장을개장을개장을 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Angry Orchard Cider Company의 새로운 Innovation 

Cider House의 개장을 발표하였습니다. 이곳은 소량 생산 사과주의 본고장이자, 시음실, 

발효 사과주 연구개발 센터입니다. 이 사이다 하우스는 Orange 카운티 Walden 마을에 

소재한 Angry Orchard의 60에이커 사과 과수원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수백 곳의 과수원들이 상당한 사과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사과주가 뉴욕주 전역에서 

붐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은 놀랍지 않습니다”라고라고라고라고 Cuomo 주지사가주지사가주지사가주지사가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Hudson Valley에 Angry Orchard가 들어선 것을 환영하며, 이 과수원이 바로 여기 

뉴욕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제품을 생산하면서 큰 성공을 거둔 맥주 양조업자, 와인 

생산자, 증류주 업체, 사과주 생산자 커뮤니티에 합류함에 따라 잘 되기를 기원합니다.” 

 

910만 달러를 Innovation Cider House에 투자하는 데 동의한 Angry Orchard는 2018년 

까지 최소 7명의 정직원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이 시설은 또한 사과주 기계 및 장비 

비용을 위해 175,000달러의 Empire State Development 자본보조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과수원의 전 소유주였던 Crist Family는 이 과수원을 계속 경작하면서 토지 관리 및 

수확과 관련된 모든 일자리를 유지할 것입니다. 이 가문은 1963년부터 이곳 부지를 

소유해오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여러 성분, 사과 품종, 레시피 및 프로세스로 소량 생산 실험을 하는 것을 

비롯해 사과주 제조업자를 위해 사과주 연구개발을 하는 본고장이 될 것입니다. 이 

과수원을 찾는 방문객들은 사과주에 대해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유한 수제 Angry 

Orchard 사과주를 시음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수원에서 개발한 사과주는 미 전역에서 

시판되는 Angry Orchard 가문의 사과주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Angry Orchard 사과주사과주사과주사과주 제조업자제조업자제조업자제조업자 Ryan Burk은은은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몇 개월에 걸쳐 

시설을 짓고 사과를 따고 연구 계획을 하면서 우리는 Walden에 있는 우리 과수원에 

Innovation Cider House를 연다는 사실에 무척 기뻤습니다. 우리 커뮤니티는 이 지역에 

뿌리를 내리는 데 매우 진지하면서 협력적으로 임했습니다. 이 사과주를 놓고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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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들과 하우스 기장을 축하하기를 바랍니다.” 

 

2012년 처음 출시된 이후, Angry Orchard는 미국 최다 판매 발효사과술 제조업체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사과주 소비가 2010년 이후 거의 다섯 배로 늘어났습니다. 

 

현재 뉴욕주에서 사과주 제조업체는: 16개 농장 사과주 제조업체, 19개 사과주 생산업체, 

사과주도 만드는 16개 농장식 와이너리를 합쳐 총 51개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미국에서 두 번째로 많이 사과를 생산하는 곳으로 지난 해에 약 12억 6천만 파운드의 

사과를 수확하였고, 사과 과수원도 40,000 에이커에 달합니다. 이곳의 농장주들은 

에이커 당 평균 31,500 파운드의 사과를 생산하였습니다. 지난 해 수확량은 총 

2억8,900만 달러로, 2013년에 비해 22% 증가하였습니다. 

 

이 업계의 성공은 이 부문의 경제를 발전시키겠다는 Cuomo 주지사의 약속의 

결과입니다. 2012년 10월, Cuomo 주지사는 뉴욕 최초의 와인, 맥주 및 증류주 서밋을 

개최하여 수 십 가지의 맥주, 와인, 사과주, 증류주 생산업체들과 농장주, 업계 관계자 및 

관광업 전문가들을 한 자리에 불러모았습니다. 이 서밋의 목적은 뉴욕주가 관료적 

형식주의를 일소하고 현지 생산 제품의 수요를 늘리고 업계와 관련된 관광업 및 경제 

개발을 확대해나갈 방법을 찾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때 이후로 지속적 성장 및 지원이 

음료 산업에 엄청난 양의 성공을 가져왔습니다.  

 

Bill Larkin 상원의원은상원의원은상원의원은상원의원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Walden 커뮤니티는 Angry Orchard의 

새로운 Innovation Cider House의 본고장이 된다는 데 무척 들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Walden과 Hudson Valley를 국가적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해줄 

것입니다.” 

 

Orange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장인장인장인장인 Steven M. Neuhaus는는는는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Angry Orchard는 

Orange 카운티에 아주 훌륭한 긍정적인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우리 

커뮤니티의 아름다운 곳 중의 하나인 과수원을 보존할 것입니다. Angry Orchard는 이 

지역에서 커지고 있는 농업 시장에 꼭 들어맞는 곳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커뮤니티에서 

큰 환영을 받는 것는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Town of Montgomery의의의의 장인장인장인장인 Michael Hayes는는는는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Angry Orchard가 

Town of Montgomery에 들어서게 되고 하우스로까지 발전한 사과 과수원에 자리하게 된 

것에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는 Town of Montgomery, Orange 카운티, 그리고 

뉴욕주 전역에 큰 수확입니다.” 

 

Empire State Development 의장의장의장의장, CEO 겸겸겸겸 커미셔너인커미셔너인커미셔너인커미셔너인 Howard Zemsky는는는는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 Buffalo에서 롱아일랜드에 이르기까지 맥주공장, 와이너리, 증류주 업체, 

사과주업체의 확산과 더불어 음료 산업이 뉴욕주에서 빠르게 성장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품종의 사과와 인력들을 보유한 뉴욕은 Angry Orchard가 

새로운 타입의 발효 사과주를 실험하기에 안성 맞춤인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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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농업및카켓부농업및카켓부농업및카켓부농업및카켓부 장관인장관인장관인장관인 Richard A. Ball는는는는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Angry Orchard의 

R&D 시설과 시음실 개장을 축하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뉴욕을 농업 및 

크래프트 음료 업계의 선도지역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뉴욕은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사과 생산지역으로, 다른 어떤 주보다 더 많은 품종의 사과를 생산하고 독특한 

음료 제조업체들에게 아주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Crist 가문과 Angry 

Orchard의 파트너십을 축하 드립니다. 이 가문은 이 지역에서 사과를 생산한 오랜 역사를 

가진 집안입니다. 이 회사는 지역이 자랑하는 최고급 사과를 지속적으로 생산하여 

사과주를 다양화하고 차별화시키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주류관리청장인주류관리청장인주류관리청장인주류관리청장인 Vincent Bradley는는는는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처음부터 주정부를 통해 이 업계와 협력하면서 성장을 가로 막는 규제 및 법률 장애를 

제거하여 보다 나은 기업 풍토를 조성하고 큰 제조업체와 신생 기업들이 들어오고 

사세를 확장시키도록 할 수 있다는 믿음을 불어넣어주었습니다. 오늘 이뤄진 Angry 

Orchard의 사과주 하우스 및 연구 센터 개장은 이러한 접근 방식이 유효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며, 뉴욕주에게도 잘 된 일입니다. 이는 다른 주요 생산업체가 뉴욕의 크래프트 

사과주 제조업체에 합류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개발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수원은 이번 가을 몇 주 간 방문객을 맞이할 것이고 내년 봄에 다시 개장할 

것입니다. 방문객들은 www.angryorchard.com/theorchard을 방문하면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연령대가 입장할 수 있지만, 시음은 21세 이상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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