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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개 뉴욕주 증류주 양조장이 참가할 것이라고
주지사 MANHATTAN COCKTAIL CLASSIC 에 24개
발표함으로써 포도주,
포도주 맥주,
맥주 주정 서밋의 주요 약속 실천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뉴욕주의 24개 증류주 양조장이 2013년 5월 17일 금요일 Manhattan
Cocktail Classic 의 오프닝 나이트 갈라에 참가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금년은 주의 증류주
양조장들이 Manhattan Cocktail Classic 에서 뉴욕주의 기치 아래 같이 참가하는 최초를 장식할
것입니다. 이 발표는 주지사가 뉴욕주에서 생산되는 알코올 음료들이 주요 소비자 행사에서 특별
소개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서약한 주의 포도주, 맥주, 주정 서밋 후에 나온 것입니다.
“새 뉴욕주 정부는 비즈니스가 성공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우리의 새 기업가적 정부는 민간 부문과 제휴하여 우리
주의 활기찬 포도주, 맥주, 주정 산업 같은 부문의 부담을 덜고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포도주, 맥주, 주정 서밋에서 우리는 우리의 소규모 지역 증류주
양조업체와 맥주 양조업체들이 큰 이름의 브랜드들과 불공정 경기장에서 어떻게 경쟁해야
하는지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주정부가 행동에 나서 이 세계적 수준의 제품을 세계적 수준의
장소에 소개할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금년의 Manhattan Cocktail Classic 에 24개 지역 증류주
양조업체들이 참가함으로써 우리는 그 약속을 실천하고 있고 우리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Manhattan Cocktail Classic 에서는 뉴욕주 전역에서 온 24개 주정 생산업체들이 매년 3,000여명의
칵테일 애호가들을 유치하는 이 유명한 준정장 칵테일 행사에서 자신들의 수제 음료를 부을
것입니다. 증류주 양조업체 직원들은 자신들의 제품을 소개할 것이며, 뉴욕시 최고의 바텐더들이
참석자들을 위해 칵테일을 조제할 것입니다.
오늘의 발표는 2012년 10월에 개최되어 수십 개의 맥주, 포도주, 과실주, 주정 생산업체뿐만 아니라
농민, 업계 간부 및 관광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뉴욕주 공무원들과 함께 맥주 및 포도주 업계가
직면한 특정 의회 및 규제 문제를 토의하고 주정부가 맥주, 포도주, 주정 생산과 관광업의 선도적
허브로서 뉴욕주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파트너로서 일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한 포도주,
맥주, 주정 서밋에서의 핵심 약속을 실행한 것입니다. 이 서밋에서 주지사는 뉴욕주에서 생산된
알코올 음료를 Manhattan Cocktail Classic 같은 주요 행사에 소개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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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hattan Cocktail Classic 의 창립자이자 집행이사인 Lesley Townsend Duval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뉴욕주의 수공 양조업체들을 지원해주신 Cuomo 지사님을 위해 우리의 잔을
듭니다. 도서관에서의 이 축제의 본행사에 Market New York을 데뷔시켜 영광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소규모 뉴욕주 기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특히 개인적이고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뉴욕주의 많은 기업, 특히 허리케인 Sandy의 영향을 입은 기업들에게 지난 해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지역 기업을 뒷받침하는 것은 바로 현재 우리 모두의 마음 꼭대기에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역 생산 주류를 전례 없는 방식으로
기념할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진실로 이들을 위해 건배합시다!”
Empire State Development의 사장, CEO 겸 커미셔너인 Kenneth Adams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것은 이같은 토박이 기업들이 번영하고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Cuomo 지사님의
집념의 또 다른 예입니다. 지사님은 지역 양조업체들의 의견을 듣고 그들의 성장을 뒷받침하며
그들의 일류 제품들을 소개하겠다는 자신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주정부는 금년의 Manhattan
Cocktail Classic 에 우리주 수공 양조업체 참여를 현실로 만들어 자랑스럽습니다.”
또한 오늘의 발표는 뉴욕주 생산 제품의 마케팅을 개선하기 위해 Cuomo 지사의 2013년 시정 방침
연설에서 발표되고 2013-14 주 예산에 제정된 새 계획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예산에는 지역 관광과
뉴욕주 생산 재화 및 제품을 홍보할 다면 지역 마케팅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Market New York을
위한 총 700만 달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Cuomo 지사는 취임 이래 뉴욕주 전역의 커뮤니티에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 개발의 주요 동력인
주의 음료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2012년 7월에 주지사는 뉴욕주의 맥주
제조업체와 포도주 제조업체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재배된 농작물의 수요를 증대하고
업계 관련 경제 개발 및 관광을 확대하기 위한 법안에 서명하였습니다. 이 새 법률은 뉴욕주에서
맥주를 생산하는 소규모 양조업체를 위해 중요한 세금 혜택을 보존하고, 소량의 맥주(생산지와
관계 없이)를 생산하는 양조자들이 주류청에 납부하는 연례 주류 판매 면허 비용을 면제해주며,
농장 양조 면허를 창설하여 소규모 양조자들이 식당을 개업하거나 신제품을 판매하여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Gardner NY 소재 Tuthilltown Spirits의 증류 전문가인 Ralph Erenzo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클래식의 오프닝 나이트 갈라는 소규모 생산업체들이 전세계 최대의 가장 잘 알려진 주류
브랜드들과 함께 칵테일 및 증류주 애호가들과 얼굴을 맞대고,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 행사는 우리가 주류를 생산하기 위해 의존하는 최고급 농산품을 제공하는 우리
주의 토박이 농민들에게도 혜택을 줄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갈라에 우리가 참여함으로써 오늘의
시장에 있는 훌륭한 지역 생산 주류들에 소비자의 눈이 열려 그들이 지역 가게, 식당 및 바에서
지역 생산 주류를 찾기를 희망합니다. 우리는 뉴욕주 수공 양조 운동을 Cuomo 지사님이 지원해
주셔서 감사하며, 그 미래가 진실로 밝다고 믿습니다.”
24개 뉴욕주 생산업체(알파벳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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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irondack Distilling, Utica, Oneida 카운티
• Albany Distilling, Albany, Albany 카운티
• Atsby Vermouth, Mattituck, Suffolk 카운티
• Barrows Intense, Brooklyn
• Breuckelen Distilling, Brooklyn
• Brooklyn Gin, Brooklyn
• Catskill Distilling, Bethel, Sullivan 카운티
• Coppersea, West Park, Ulster 카운티
• Dutch’s Spirits, Mayville, Chautauqua 카운티
• Finger Lakes Distilling, Burdett, Schuyler 카운티
• Greenhook Ginsmiths, Brooklyn
• Harvest Spirits, Valatie, Columbia 카운티
• Hillrock Estate Distillery, Ancram, Columbia 카운티
• Industry City Distillery, Brooklyn
• Jack From Brooklyn Distillery, Brooklyn
• Kings County Distillery, Brooklyn
• New York Distilling Company, Brooklyn
• Prohibition Distillery, Roscoe, Sullivan 카운티
• Still The One Distillery, Port Chester, Westchester 카운티
• The Noble Experiment, Brooklyn
• Tuthilltown Spirits, Gardiner, Ulster 카운티
• Uncouth Vermouth, Brooklyn
• Van Brunt Stillhouse, Brooklyn
• Warwick Valley Winery and Distillery, Warwick, Orange 카운티

Manhattan Cocktail Classic 소개
부분 축제, 부분 향연, 부분 컨퍼런스, 부분 칵테일 파티 — Manhattan Cocktail Classic 은 칵테일과
문화 사이의 수 많은 교차점을 축하하는 연례 행사입니다. 3개 자치구에서 5일에 걸쳐 펼쳐지는 약
100개의 이벤트로 구성된 본 클래식은 애호가와 전문가들에게 다양하고 독특한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칵테일 행사”를 구성하는 내용의 정의를 확장합니다. 제4회 연례 클래식은 2013년
5월 17일-21일에 개최될 것입니다. 칵테일 팬은 자신의 캘린더에 표시를 해놓아야 합니다. 상세
정보는 www.manhattancocktailclassic.com을 방문하십시오. 본 클래식을 트위터
@cocktailclassic에서 팔로우하거나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ManhattanCocktailClassic에서 우리를 “라이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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