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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사과주 양조농가법(FARM CIDERY LAW)의 5주년 기념일 축하  

  

농장 사과주, 지역 농업을 지원하며 관광을 촉진하고 경제 개발을 자극  

  

주 전역의 농장 사이다 제조업체 수는 법안이 통과된 후 8개에서 41개로 급등  

  

뉴욕주는 발효 사과주 생산자의 수에서 전국 1위를 차지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에서 독점적으로 생산되는 사과로 생산한 발효 

사과주를 위한 새로운 크래프트 음료 면허를 만든 사과주 양조농가법(Farm Cidery 

Law)의 5주년 기념일을 축하했습니다. 주지사의 사과주 양조농가법(Farm Cidery 

Law)은 와인 양조장, 맥주 공장 및 증류주 공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유사한 면허를 

만들기 위해 뉴욕주 최초의 와인, 맥주 및 증류주 회의(Wine, Beer and Spirits Summit)에 

참석한 발효 사과주 제조업자들의 약속에 대한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이 법안의 

결과로서, 뉴욕은 현재 발효 사과주 생산자 수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과주 양조농가법은 뉴욕주 전역의 지역 사과 

재배자와 사업가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창출했고, 이 산업에서 뉴욕주가 국가 선도주자가 

되는 데 도움을 되었습니다. 우리 사과주의 엄청난 성공은 사과주 생산자를 위해 

신선하고, 품질 높은 사과를 생산하는 지역 농부들에게 새로운 수입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호황을 누리는 관광 산업을 지원했습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업을 발전시키려는 우리의 선도적인 

노력 덕분에, 41개의 농장 사과주를 포함하여 1,100개가 넘는 크래프트 음료 

제조업자들이 현재 주 전역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요일에 사과주 양조농가법(Farm 

Cidery Law)의 일환으로 최초로 허가를 받은, 올버니의 나인 핀 사이다 작업장(Nine Pin 

Cider Works)를 둘러본. 5년 전에 신설된 새로운 크래프트 음료 면허는 생산자를 

성장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뉴욕주의 농업 산업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과주 양조농가법(Farm Cidery Law) 이전에, 발효 사과주는 오직 농장 와인 양조장이나 

뉴욕 사과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사과주 제조자 면허를 통해서만 제조되었습니다. 

사과주 생산자들은 또한 다른 농장에서 생산한 사과주를 병이나 잔의 형태로 시음 및 



판매를 제공하는 것과 확장된 특권이 없었고, 많은 관광객이 뉴욕 농장 양조장으로 

찾아오게 하는 레스토랑, 선물 가게와 분점을 개점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사과주 양조농가법(Farm Cidery Law)의 3주년 기념일에, Cuomo 주지사는 농장 

사과주의 수가 2014년에 8개에서 2016년에는 24개로 세 배가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이후로, 17개의 새로운 농장 사과주 면허가 발급되었고, 뉴욕주 전체에 

걸쳐 총 41개가 되었습니다. 뉴욕의 거의 모든 지역이 이제 농장 사과주 양조장의 

본거지입니다. 뉴욕주에서 현재 운영 중인 농장 사과주 양조장의 목록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에서 발효 사과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사과 생산자들은 크기가 너무 

작거나 흠집이 있어 매장이나 농산물 직판장에서 팔 수 없는 과일은 사과주 생산자에게 

팔 수 있기 때문에, 수확물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얻었습니다.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서 사과 수요의 증가, 추가적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의 환경 보호 및 관광 

수익을 이끌 뿐만 아니라 발효 사과주 및 사과 증류수와 같은 고부가가치 제품의 생산을 

통해 생산자들에게 상당한 수익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2016년 Cuomo 주지사는 협력을 장려하고 모든 뉴욕 농장 음료 생산자에게 새로운 

시장을 만들기 위해 사과주 양조장, 와인 양조장 및 맥주 공장이 그들의 제조 시설이나 

분점에서 농장에서 생산된 크래프트 음료를 판매하도록 허가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전의 법에 따르면, 농장 제조업체들은 생산 현장에서만 잔으로 생산품을 판매하도록 

제한 받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주 전역에 걸쳐 무료 분점이나 “시음장”의 확장을 

이끌었으며, 여기에 기재된 10개의 농장 사과주 분점을 포함하여 2012년 35개에서 

오늘날 154개로 증가했습니다.  

  

뉴욕주 농장 사과주 5주년 모임  

  

사과주 양조농가법(Farm Cidery Law)의 5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뉴욕의 첫번째 사과주 

농장인 나인 핀 사이다(Nine Pin Cider)가 일련의 행사를 개최하며, 3월 2일 올버니에서 

열리는 5주년 농장 사과주 모임(Gathering of the Farm Cideries)으로 막을 내립니다. 

매진된 이 행사에는 다양한 뉴욕주 사과주에 3시간 시음회, 사과주 제조자와 그들의 

크래프트에 관해 말할 기회, 참가한 농장 사과주의 아주 희귀한 사과주를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포함됩니다.  

  

참가하는 뉴욕의 농장 사과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나인 핀 사이다(Nine Pin Cider) (올버니)  

• 어밴던드 사이다(Abandoned Cider) (파크스빌)  

• 어스턱 사이다(Awestruck Ciders) (시드니)  

• 블루 토드 하드 사이다(Blue Toad Hard Cider) (로체스터)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New_York_State_Farm_Cideries.pdf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New_York_State_Farm_Cider_Branches.pdf


• 브루클린 사이다 하우스(Brooklyn Cider House) (브루클린)  

• 엠바크 크래프트 사이다웍스(Embark Craft Ciderworks) (윌리엄슨)  

• 피쉬킬 팜스(Fishkill Farms) (트레저리 사이다(Treasury Cider)) (호프웰 

정션)  

• 크래프트 사이다(Graft Cider) (뉴버그)  

• 카네브 오처드(Kaneb Orchards) (세인트로런스 사이다(St Lawrence 

Cidery)) (마세나)  

• 킹스 하이웨이 파인 사이다(Kings Highway Fine Cider) (브루클린)  

• 리틀 애플 사이다(Little Apple Cidery Inc.) (힐즈데일)  

• 패트리어스 헤리티지 사이다(Patriots' Heritage Cider) (멜로즈)  

• 선도그 사이다(Sundog Cider) (채텀)  

• 웨이사이드 사이다(WAYSIDE Cider) (안데스)  

  

뉴욕주 주류관리청(New York State Liquor Authority)의 Vincent Bradley 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지사의 사과주 양조농가법(Farm Cidery Law)은 뉴욕주 전역에서 

발효 사과주 생산에 대한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우리 주는 이제 발효 사과주 생산자의 

수에서 국가를 주도하고 있으며, 일자리와 경제적 발전을 창출하고 우리 지역사회에 

지속 가능한 농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농무부(New York State Agriculture)의 Richard A. Ball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가 우리의 농장 사과주 생산자를 지원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사과주 양조농가법은(Farm Cideries law)은 크래프트 음료 산업의 분야를 

번창하게 했으며, 5년 후에, 우리 과수원의 소유자와 발효 사과주 가공업자들이 그들의 

사업을 확장하도록 계속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서, 우리는 상당한 성장을 

보였고, 발효 사과주 생산에서 국가의 선두주자가 돼 가고 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의 사장 겸 최고경영자인 

Howard Zemsky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과주 양조농가법(Farm Cidery 

Law)의 통과는 문서 주의와 구식인 법안을 제거함으로 더 많은 사과주 생산을 장려하고 

주전역의 사과 재배자들과 사과주 생산자들을 지원하여 현재 번창하는 뉴욕주의 

크래프트 음료 산업의 분야를 자극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뉴욕사과주협회(New York Cider Association)의 Jenn Smith 상임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과주 공동체는 사과주 농장 면허를 창안한 Cuomo 주지사의 통찰력에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면허가 도입된 이후, 40개 이상의 농장 사과주가 주 전역에 걸쳐 

25개의 이상의 카운티의 과수원과 도시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일부는 국가적인 유통을 

보고 있으며, 제삼자의 조사에 따르면 적어도 7개가 2018년에 2배의 소매 판매 성장을 

이뤘습니다. 뉴욕 사과를 100% 사용하고 품질과 다양성 및 혁신 면에서 국가 산업을 

선도하는, 뉴욕주의 농장 사과주 제조자들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농지를 보존하고, 사과 



작물의 활용성을 증대하고, 요리의 종착지로서의 뉴욕의 정체성을 높이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지도로, 뉴욕주의 크래프트 음료 제조업자들은 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규제 개혁, 판매 제한 완화 및 새로운 면허 창출과 활발한 마케팅 캠페인은 

농장 기반의 크래프트 음료 산업에서 실질적인 성장을 위한 길을 조성했습니다. 2012년 

10월 Cuomo 주지사가 뉴욕의 첫 번째 크래프트 음료 회의를 주최한 이후, 뉴욕주는 

농장형 맥주 공장, 와인 양조장, 증류주 공장 및 사과주 양조장에 대한 490개의 새로운 

면허를 추가했으며, 현재 총 772개의 농장 기반 제조업자에 이릅니다.  

  

뉴욕주 사과 산업은 사과 생산량으로 전국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700여 

사과 생산자들은 다른 어느 주보다도 많은 품종을 재배하면서, 뉴욕 사과주 양조장의 

뒤에서 혁신의 모태가 되고 있습니다. 뉴욕주 양조장 수가 계속 늘어나면서 뉴욕산 사과 

수요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뉴욕 사과협회는 뉴욕주의 사과 산업이 뉴욕에 약 

10,000여 개의 직접적인 농업 분야 일자리와 과일 처리, 배급, 마케팅 및 수출 등 다양한 

분야의 간접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였다고 보고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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