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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는주지사는주지사는주지사는 와인와인와인와인, 맥주맥주맥주맥주, 사과주사과주사과주사과주 및및및및 주류주류주류주류 산업에산업에산업에산업에 대한대한대한대한 세금세금세금세금 면제면제면제면제 제안서를제안서를제안서를제안서를 설명설명설명설명 

 

추가적인추가적인추가적인추가적인 산업의산업의산업의산업의 급속한급속한급속한급속한 성장을성장을성장을성장을 위해위해위해위해 2015-16 집행집행집행집행 예산예산예산예산 목표에서목표에서목표에서목표에서 세금세금세금세금 면제를면제를면제를면제를 포함포함포함포함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와인, 맥주, 사과주 및 주류 산업의 급속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2015-16 집행 예산에 제안된 새로운 세금 면제를 설명했습니다. 이 제안은 이미 면제를 받고 있는 

와인 산업과 유사한 맥주, 사과주 및 주류 산업에 제공되는 시음에서 세금 면제를 포함하고 시음 

행사에서 와이너리를 위한 세금 면제의 추가 확장을 포함합니다.  

 

“뉴욕의 소형 음료 산업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 전역에 걸친 지역 사회에서 경제 활동을 이끌고 

있습니다. 올해의 예산은 이 기세를 유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라고 Cuomo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와인, 맥주, 사과주 및 주류 산업을 위한 세금 감면을 확대함으로써, 우리는 지역 

생산자들의 번영을 돕고 그들의 성공을 장려하는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제안은 우리의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중소 기업을 위한 현명한 투자이며, 저는 뉴욕 시민들이 오늘 엠파이어 

스테이트의 세계 최고 수준의 음료를 시음해보길 바랍니다.”  

 

현재의 법은 기존에 판매를 위해 생산을 했지만 결국 홍보 및 마케팅 목적으로 사용되는 와인 

시음용 제품에 대해서 “사용세”의 면제를 제공합니다. 2015-16 집행 예산의 제안은 수 백 개의 소형 

음료 생산자들이 그들의 제품을 더 많이 홍보하고 그들의 사업에 재투자 할 수 있도록 하는 맥주, 

사과주 및 주류 산업의 시음에 이 면제를 확장합니다.  

 

주지사의 예산은 또한 가게 내에서 판매를 허용하지 않는 시음에 대한 면제를 포함하여서 모든 

소형 주류 생산에 대한 “사용세” 면제 확장을 제안합니다. 현재의 법은 생산자의 소재지의 와인 

시음에 대해서만 “사용세” 면제를 제공하고, 심지어 이는 같은 시음에서 제공되는 와인에만 

적용됩니다. 병, 코크스, 캡 및 라벨은 면제가 없습니다. 주지사의 집행 예산에서 오늘 소개한 

제안뿐만 아니라 이 세금은 병, 코크스, 캡 및 라벨을 면제뿐만 아니라 모두에서 모든 뉴욕 소형 

음료 생산을 포함하는 “사용세” 면제 및 소재지를 해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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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m Trezise, 뉴욕의 와인 및 포도 재단의 회장은 “2012년 뉴욕 포도와 와인 산업은 뉴욕 주 경제에 

대해 48억 달러를 생성했습니다. 우리는 시음에서 병, 코크스, 캡 및 라벨에 대한 세금을 면제하는 

Cuomo 주지사의 사업에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4년 동안, Cuomo 주지사는 우리의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국가의 경제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뉴욕 주의 역사에서 와인을 위한 최상의 

비즈니스 환경을 만들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Paul Leone, 뉴욕 주 브루어스 협회 전무 이사는 “이 제안은 Cuomo 주지사의 행정부가 뉴욕 주에 

있는 소형 맥주 산업을 육성하고 성장 발전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시음에서 

세금을 면제하는 것은 양조자들이 그들의 사업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게 하고 그들은 이곳에서 

더 성장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게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Nicole Austin, 뉴욕 주 증류주 생산자 길드의 대표는, “뉴욕의 주류 생산자들은 그들의 제품을 

소비자에게 소개하고 우리의 높은 품질과 다양성을 알리는데 시음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음과 관련된 비용 및 서류를 줄이면 증류주 생산자들이 자신의 제품을 홍보하고 비즈니스 

성장을 하는데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뉴욕 주 증류주 생산자 길드는 증류 작업을 간소화하는 

중요한 단계를 지원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Alejandro del Peral, 사과주 생산자 및 소유자, Nine Pin Ciderworks, 주 최초의 라이선스 농장 

양조장은 “이미 와인에 적용되어 있는 사용세 면제를 사과주, 양조장과 증류주로 확장하면서, 이 

법안은 주의 농장 사과주 산업을 성장하는 환영하는 단계입니다. Nine Pin은 올해를 우선 순위로 

만드는 Cuomo 주지사에 박수를 보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의 소형 주류 산업의 성장에 대한 통계는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뉴욕 와인 산업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www.taste.ny.gov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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