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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뉴욕주에서 맥주, 와인 및 사과주의 여가 활동적 생산을 확대하도록 돕기 

위한 법률에 서명 

 

이 법률에서는 맞춤식 생산 센터의 설립 및 운영을 허용함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에서 “홈브루(homebrew)” 맥주, 와인 및 사과주 

제조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률(S.1227B/A1100B)에서는 가정 소비용으로 맥주, 와인 또는 사과주를 제조하려는 

사람들에게 공간과 장비를 대여해 주는 맞춤식 맥주, 와인 및 사과주 생산 센터의 설립과 

운영을 허용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제 주류 산업은 단숨에 우리 주를 사로잡았으며, 

더욱 더 많은 뉴욕 주민들이 차세대의 훌륭한 뉴욕 맥주, 와인 또는 사과주를 만들려고 

시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새로운 법률은 이와 같이 증대된 관심을 강화시키고, 지역의 

농업을 지원하며, 혁신과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인위적인 장애물를 

철폐합니다.”  

 

뉴욕의 수제 주류 산업은 국내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 중 하나지만, 많은 도시 및 

교외 거주자들은 종종 자신의 집이나 아파트에서 홈메이드 맥주, 사과주 또는 와인을 

만들기에 적절한 공간이나 장비를 보유할 수 없거나, 이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맞춤식 생산 센터들은 공간을 제공하고, 생산 간접비를 낮출뿐만 아니라, 맥주, 와인 및 

사과주를 만드는 아마추어 이용자들에게 현지의 원재료와 처음 시작할 때 필요한 전문가 

교육도 제공합니다.  

 

새로운 맞춤식 맥주, 와인 및 사과주 생산 센터들은 주 주류관리청(State Liquor 

Authority)의 감독을 받게 될 것입니다. 

 

상원의원 David Carlucci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심 사항이 공통되는 사람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지역사회 내의 장소를 제공하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 항상 중요한 

사항이었습니다. 이러한 맞춤식 센터들의 설립을 통해서 주민들은 교육을 받고, 장비를 

공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뉴욕의 맥주, 와인 및 사과주 산업은 개화하고 있으며, 이 

법률은 재능 있는 사람들의 집단이 번성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더욱이, 더 많은 

생산자들이 현지에서 재배한 포도, 사과, 홉 및 보리를 사용하는 것을 고려할 것이므로, 



이 법률은 뉴욕주의 농업에 대해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입니다. 이 중요한 법률안을 

법률로 서명한 점에 대해 Cuomo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하원 농업위원회 위원장 Bill Magee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조치는 수제 주류 양조에 

관한 취미활동자, 농부, 학생 및 마니아들이 모든 편의시설이 완전히 갖추어진 맞춤식 

센터에서 소규모 생산에 참가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한 문을 여는 것입니다. 이 조치는 수제 

맥주 및 와인 제조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킬뿐만 아니라, 와인과 맥주 생산에서 사용되는 

뉴욕의 농산품 판매에도 혜택을 줄 것이며, 한편으로는 새로 허가를 받는 맞춤식 양조 

시설들을 위해서 새로운 시장 기반을 창설할 것입니다.” 

 

뉴욕주 경제 성장을 위한 기존 산업 개혁을 더욱 강화하는 입법 

이 법률들은 수제 주류 산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난 5년 동안 주지사가 이룬 진척사항을 

강화시킵니다. 2011년 이래 뉴욕주는 새로운 농장 기반 제조 면허 신설, 주 전역에서 

진행된 6,000만 달러 규모의 판촉 캠페인과 와인, 맥주 및 증류주 품평회 등 수제 주류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여러 획기적인 개혁 및 확장적 프로그램을 시행해왔습니다.  

 

바로 작년에, Cuomo 주지사는 일요일 정오 전에 영업장 내에서 주류 판매를 허용하고, 

아울러 와인, 맥주 및 사과주 양조 농장들이 그들의 생산 시설 또는 생산 시설 이외의 

지점형 매장에서 뉴욕의 농장에서 만들어진 주류를 잔으로 판매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주류관리법을 현대화하기 위한 법률에 서명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리더십으로, 뉴욕주에는 5백 곳 이상의 와이너리 농장, 맥주 양조장, 

증류주 양조장, 사과주 양조장 등이 현재 자리잡고 있습니다. 증류주 양조 농장이 

2010년의 10군데에서 현재 95군데로 증가하는 동안, 뉴욕주의 와이너리 농장 수는 

2010년의 195군데에서 현재 315군데로 60퍼센트 이상 증가했습니다. 2013년의 맥주 

양조 농가 면허와 2014년 사과주 양조 농가 면허 등 2011년 이래 2개의 면허가 

신설되었는데, 현재 뉴욕주는 맥주 양조 농가 129곳과 사과주 양조 농가 22곳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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