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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주 전역의 크래프트 음료 매장의 현저한 증가 발표 

 

현재 뉴욕 전역에 100곳 이상의 농가 기반 크래프트 음료 소매점 개장 

 

라이센스를 단순화하고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주지사의 노력으로 작년 신규 

지점 32곳 개장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크래프트 음료 제조업체가 

뉴욕 전역 35개 카운티의 105곳으로 증가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크래프트 음료 

산업을 장려하기 위한 주지사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와이너리, 맥주 양조장, 

사과주 및 증류소를 비롯한 모든 농가 기반 음료 제조업체는 오프라인 소매점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만 32곳의 신규 매장이 개설되어, 이러한 소매점들은 뉴욕 생산 

크래프트 음료 제품의 판매를 늘리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지역 사회를 활성화하며, 

빠른 속도로 관광지화되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의 세계적 수준의 맥주, 와인, 사이다 및 

증류주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크래프트 음료 사업의 확장을 

지원함으로써, 우리는 현지 생산 제품을 이전보다 더 많은 고객과 연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오프라인 매장은 소규모 사업체가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주 전역 커뮤니티의 성장을 지원하는 수익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해 

줍니다.” 

 

현재 뉴욕주에서 운영되는 모든 소매점의 리스트는 이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뉴욕 크래프트 음료 소매점 7곳의 사진은 이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지사는 모든 농가 기반 음료 제조업체가 지점을 확장할 수 있는 특권 조항과 크래프트 

음료 사업체가 추가 라이센스 비용 없이 제조 시설 밖 소매점을 최대 5곳까지 추가로 

개설하도록 허용하는 조항을 포함하여 뉴욕주 주류관리법(Alcoholic Beverage Control 

laws)을 정비하였습니다. 이 법은 농가 기반의 음료 생산자가 농장 생산 와인, 맥주, 

사과주 및 증류주를 병 및 잔으로 팔거나, 주류 시음회 개최, 레스토랑 개업 및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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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를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며, 또 이들 지점에 제품을 제조 및 보관하도록 허용합니다. 

 

와인 업계는 2011년 Cuomo 주지사의 고급 와인(Fine Wine) 법안을 통해 지점을 최초로 

개설했습니다. 농장 와이너리가 소매점을 최대 5곳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 

외에도, 이 법안은 승인 절차를 단순화하기 위해 서류 작업을 줄이고, 자본 비용을 낮추고 

통합된 와이너리 라이센스를 축소시켰습니다.  

 

이 법안 이전에 농장 와이너리는 위성 상점을 운영할 수 있었지만, “포장”용도로만 제품을 

판매할 수 있었습니다. 위성 상점은 잔 단위로 제품을 판매하거나 기타 NYS 생산 음료를 

병으로 판매할 수 없었으며, 선물 가게 또는 레스토랑 개업, 주류의 제조 보관이 

금지되었습니다. 또한 지역에 따라 $125에서 $500에 이르는 라이센스 비용과 보다 

엄격한 라이센스 자격 조건을 갖춰야 했습니다. 제조 시설의 확장으로 간주되는 신규 

농가 기반 지점은 개장 및 운영에 추가 라이센스 비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2013년, 맥주 농장 양조법은 맥주 양조장이 지점을 개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2014년에는 사과주 농장 양조법이 사과주 양조장의 지점 개설을 허가했습니다. 농장 

증류소는 주지사의 크래프트 법안(Craft Act)의 일환으로 지점을 개설할 수 있었으며, 이 

법은 2014년 12월 13일에 발효되었습니다.  

 

오늘날, 뉴욕에는 72곳의 농장 와이너리 상점과 2011년 29곳에서 더 늘어난 위성 상점이 

있습니다. 또한, 17곳의 농장 맥주 양조장, 10곳의 증류소 및 6곳의 농장 사과주 양조장이 

지점을 열었습니다. 

 

뉴욕주 주류관리청장(State Liquor Authority Chairman) Vincent Bradley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래된 법, 규정 및 정책을 개정하려는 주지사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뉴욕의 

급성장하는 크래프트 제조업의 발전이 가속화되었습니다. 주 전역에 수수료 없이 

개장하는 지점이 증가는 크래프트 제조사에게 신규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쉽고 저렴한 

방법을 제공해 뉴욕주를 더욱 사업하기 좋은 곳으로 만들려는 주지사님의 노력의 또 

다른 예입니다.” 

 

주 농업부 커미셔너(State Agriculture Commissioner) Richard A. Ball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농업 업계는 뉴욕 농장에서 자랑스럽게 재료를 사입하고, 독특하고 다양한 

선택지의 현지 제조 음료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뉴욕주의 크래프트 음료 

제조업자로부터 놀라운 성장을 목격하였습니다. 이 분야에 대한 주지사의 지속적인 헌신 

덕분에, 우리는 더 많은 사업체의 개방과 확장을 목격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경제를 

성장시키고 뉴욕 농업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출 것입니다.” 

 

뉴욕 와인 & 포도 재단(New York Wine & Grape Foundation) 대표 Jim Trezise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의 지점 지원 및 창설로 뉴욕주 와이너리 및 기타 

크래프트 음료 제조업체는 큰 혜택을 받았습니다. 주 전역 여러 곳에 소매 판매점을 

갖추어 주 및 카운티의 세수를 늘리고, 수익을 창출하며 브랜드 충성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서로가 윈-윈-윈(win-win-win)하는 상황입니다.” 



 

뉴욕주 맥주 양조장 협회(New York State Brewers Association) 전무이사 Paul 

Leone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농장 양조장이 지점을 개설할 수 있게 되어 사업을 확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입을 창출하는 또 다른 방법을 제공해 고용을 더 늘리고, 

브랜드를 성장시키며, 뉴욕 현지 식재료 구매 비용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이 라이센스에 

대한 주지사님의 비전으로 모든 음료 제조 농장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뉴욕주 

경제에 훨씬 더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뉴욕주 증류주 생산자 조합(New York State Distillers Guild) 의장 Brian McKenzie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NYS의 증류주 제조 산업은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지점을 개설할 수 

있게 되어 고객을 직접 상대할 수 있는 추가 기회를 얻었습니다. 우리 조합 회원 증류소 

대부분은 우리 사업의 관광업적 측면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점 조항은 

뛰어난 NYS 증류주를 사람들에게 더 알릴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뉴욕주 사과주 연합(New York Cider Association) 전무이사 Jenn Smith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프라인 지점에 대한 Cuomo 주지사님의 비전은 뉴욕의 사과주 생산자와 

우리 주에 거주하거나 혹은 방문하는 크래프트 음료 애호가 간의 직접적 관계를 

촉진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사과주 제조자의 매출 성장 및 증가와 지역 재배 및 생산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과 인식을 촉진시켰습니다.” 

 

Cuomo 주지사의 리더십으로, 뉴욕주에는 600곳 이상의 와이너리 농장, 맥주 양조장, 

증류주 양조장, 사과주 양조장 등이 현재 자리잡고 있습니다. 2010년 195곳이었던 

뉴욕주의 와이너리 수는 현재 322곳으로 65%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오늘날 농가 

양조장의 수 또한 2010년 10곳에서 109곳으로 늘어났습니다. 2013년 맥주 양조 농장 

라이센스와 2014년 사과주 양조 농장 라이센스를 비롯하여 2011년 이래로 2개의 

라이센스가 신설되어, 맥주 양조장 149곳과 사과주 양조장 29곳이 설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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