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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4년 5월 9일 

 

CUOMO 주지사는주지사는주지사는주지사는 맨하튼맨하튼맨하튼맨하튼 칵테일칵테일칵테일칵테일 클래식에클래식에클래식에클래식에 참여할참여할참여할참여할 34개의개의개의개의 TASTE NY 수공예수공예수공예수공예 양조장양조장양조장양조장 발표발표발표발표 

 

작년에작년에작년에작년에 참여한참여한참여한참여한 업체들이업체들이업체들이업체들이 Taste NY 양조장들에게양조장들에게양조장들에게양조장들에게 상당상당상당상당 수의수의수의수의 돈을돈을돈을돈을 지불지불지불지불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Taste NY에 참여하는 수공예 양조장 34개 업체를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5월 9일 뉴욕 공공 도서관에서 열리는 맨하튼 칵테일 클래식 오프닝 데이 갈라에 

참석합니다. 이는 갈라에서 Taste NY이 NYS 양조장을 2년 연속 후원하는 것입니다. 작년 행사를 

통해 Taste NY 양조장들은 참여의 결과로 매출과 소비자 인식의 향상을 보고 했습니다.  

 

“맨해튼 칵테일 클래식은 음료 업계 최고의 이벤트 중 하나이며 주의 지원과 함께 34개의 뉴욕의 

최고의 양조장들은 클래식 오프닝 갈라의 핵심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Cuomo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생산 업체들이 해외 쇼케이스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우리는 뉴욕의 수공예 주류 산업의 위상을 높이고 주 전역에 걸쳐 지역 사회 경제 

활동과 일자리를 지원합니다. 저는 우리 지역의 양조장들이 이 유명한 이벤트에 참여하는 것을 

보게 되어 기쁘고 모든 클래식 참석자들이 뉴욕에서 제공하는 엄청난 맛을 느껴보기를 바랍니다.” 

 

뉴욕 주 증류 제조업체 협회 대표, Nicole Austin은 “Cuomo 주지사와 Taste NY의 지원 덕분에, 

뉴욕주의 양조장들은 그들의 혁신적이고 품질의 제품을 몇 년 동안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큰 

브랜드들과 같이 전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맨하튼 칵테일 

클래식 갈라는 우리가 새로운 고객에게 도달하고 우리 기업의 모든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뉴욕 

주 양조장들에 대한 믿을 수 없는 기회입니다.” 

 

뉴욕 Ancram의 Hillrock Estate 양조장의 마케팅 및 판매 책임자인 Danielle Eddy 은 “Taste NY 덕분에 

이는 우리가 맨하튼 칵테일 클래식에 참여하는 2번째 해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세계 수준의 제품들을 뉴욕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노출하는 최고의 이벤트입니다. 작년에 

참여를 통하여, 지난해 우리는 심지어 시장에 진입하기도 전에 싱글 몰트 위스키의 신제품을 거의 

다 판매하였습니다. 올해, 우리는 행사에서 선보일 또 다른 새로운 제품들이 있고 비슷한 결과를 

가지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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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해튼 칵테일 클래식에서는 뉴욕주 전역에서 온 양조장들이 매년 3,000여명의 칵테일 애호가들을 

유치하는 이 유명한 준정장 칵테일 행사에서 자신들의 수제 음료를 부을 것입니다. 이벤트에는 

미디어 업계 회원들과 레스토랑 업계 대표들이 참석할 것입니다. 뉴욕 주에 있는 양조장들은 

2011년 29개에서 현재 87개로 200% 상승했습니다. 이는 2011년 이후 주 전역에 걸쳐 생긴 37개의 

농장 양조장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뉴욕은 이제 미시시피 강의 동쪽의 어느 주보다 많은 

양조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농업 및 시장국 의원인 Richard A. Ball은 “뉴욕에서 양조장이 계속 생기면서, 주의 농업 경제를 위한 

자연스러운 새로운 기회가 떠오르는 것이기도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Taste NY의 맨하튼 

칵테일 클래식에 참여하는 것은 대중들에게 우리 주 최고 수준의 증류 기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농장 기반의 음료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새로운 일자리가 농업 부분에서 생기고 

뉴욕 경제의 다른 부분에서 이를 지원하게 됩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 회장, CEO 및 위원 Kenneth Adams는 “맨하튼 칵테일 클래식은 뉴욕 주의 

세계 최고 수준의 양조장을 선보일 수 있는 완벽한 무대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작년 클래식에 

참여한 참석자들은 굉장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뉴욕 주의 배너 하에서 서부 뉴욕에서 

Adirondacksrhk Brooklyn까지 제품과 주의 성장하는 음료 시장을 홍보하였습니다. 주지사의 

리더십과 지원으로 뉴욕 주는 기업들이 성공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양조장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조장양조장양조장양조장 이름이름이름이름 위치위치위치위치 

Apple Country Spirits Williamson 

Atsby Vermouth New York City 

Barrow's Intense Ginger 

Liqueur 
Brooklyn 

Black Button Distilling Rochester  

Black Dirt Distillery Pine Island 

Breuckelen Distilling Brooklyn 

Brooklyn Gin Warwick 

Catskill Distilling Company  Beth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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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persea Distilling West Park 

Dutch’s Spirits® Pine Plains 

Finger Lakes Distilling Burdett 

Harvest Spirits Farm 

Distillery 
Valatie 

Hillrock Estate Distillery Ancram 

Industry City Distillery Brooklyn 

Jack From Brooklyn Inc.  Brooklyn 

Kings County Distillery Brooklyn 

Kymar Farm Distillery Charlotteville 

Long Island Spirits Baitng Hollow 

Myer Farm Distillers Ovid 

New York Distilling 

Company 
Brooklyn  

Port Morris Distillery Bronx  

StilltheOne Distillery Port Chester 

The Albany Distilling 

Company. 
Albany 

Tirado Distillery Inc Bronx 

Uncouth Vermouth Brooklyn 

Tuthilltown Spirits Gardiner 

Brooklyn Republic Vodka Brooklyn  

Widow Jane Brookl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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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hmias et Fils Distillery Yonkers 

Prohibition Distillery Roscoe 

Van Brunt Stillhouse™ Brooklyn 

Greenhook Ginsmiths Brooklyn 

The Noble Experiment Brooklyn 

The Adirondack Distilling 

Co. 
Utica 

 

 

뉴욕주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맥주, 와인, 증류주 및 사과주 산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www.taste.ny.gov를 방문하십시오. 5월 9일부터 13일까지 열리는 맨하튼 칵테일 클래식에 관한 

정보는 www.manhattancocktailclassic.com를 방문하십시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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