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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새로운 수제 음료 트레일 코스길을 포장하기 위해 리빙스턴 카운티에 
185,000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했다고 발표 

 
브류 인 리빙스턴 비즈니스 플랜 (Brew IN Livingston Business Plan)의 수상자를 
선정하고, 리빙스턴 카운티 맥주 양조 계획 소기업 프로그램 (Livingston County 

Brewing Initiative Microenterprise Program)을 수립한 카운티 
 

경제를 성장시키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기 위한 지역의 성공적인 업스테이트 활성화 
계획인 "핑거 레이크스 포워드 (Finger Lakes Forward)" 프로그램의 투자 부분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새로운 수제 음료 트레일 코스 개발을 위해 리빙스턴 

카운티에 185,000 달러를 지원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주에서 지원한 기금은 핑거 

레이크스 지역경제개발협의체 (Finger Lakes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 

FLREDC) 및 이 지역의 부흥을 촉진하는 핑거 레이크스 포워드 경제 개발 프로그램 

(Finger Lakes Forward Economic Development Initiative)을 통해 지급되었습니다. 이 

기금은 16명의 상근직을 만들고 이 지역 전체의 추가 자원에 40만 달러를 사용하게 될 4 

지역의 기업체들이 시작하는 맥주 양조 소기업 프로그램 (Brewing Microenterprise 

Program)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번거로운 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용을 낮추며 

기업이 성장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뉴욕은 세계 최고의 맥주, 와인, 사과주, 증류주를 

생산하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관광산업을 활성화하며, 현지 농장을 지원하는 이 

급성장하는 수제 음료 산업 육성을 도왔습니다. 우리의 투자는 뉴욕주 전체 지역사회의 

경제 발전을 지속적으로 촉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수제 음료 트레일을 통해, 핑거 

레이크스는 이 지역이 제공하는 모든 것을 경험하길 원하는 방문객을 더욱 많이 유치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의 리더십으로, 뉴욕은 이제 거의 1,000 곳의 면허를 소지한 와인 양조장, 

맥주 양조장, 증류주 양조장, 사과주 양조장의 본거지가 되었습니다. 2010년 

195곳이었던 뉴욕주의 와인 양조장 수는 현재 322곳으로 65% 넘게 증가하였습니다. 

소규모 양조장이 40곳에서 163곳으로 4배 증가하는 동안, 증류주 양조 농장의 수는 



2010년의 불과 10곳에서 오늘날 110곳으로 증가했습니다. 뉴욕은 또한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새로운 면허가 부여된 150곳의 맥주 양조 농장과 28곳의 사과주 양조 

농장의 본거지입니다. 

 

시상식에 참석한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은 맥주 

양조장 및 와인 양조장이 생산 제품을 판매하고 홍보하기 보다 쉽게 만들어서 뉴욕주 

수제 음료 산업을 성장시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브류 인 리빙스턴 (Brew 

IN Livingston) 대회는 핑거 레이크스 맥주 트레일 (Finger Lakes Beer Trail)을 여행 

목적지로 만들기 위해 투자하는 기업가들에게 상을 수여합니다. 주지사님의 행정부에서 

실시한 상식적인 개혁으로 인해 뉴욕주의 수제 음료 산업은 지역에 상관없이 번창하고 

있습니다. 곧 핑거 레이크스 맥주 트레일 (Finger Lakes Beer Trail)을 방문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75명이 설문조사를 완료하면서 처음부터 브류 인 리빙스턴 대회 (Brew IN Livingston 

competition)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궁극적으로 35명이 준결승에 올라 아이디어를 

동영상에 담아 제출하도록 초청받았습니다. 그리고 15명의 결승전 진출자들이 맥주 

양조장 소유와 관련된 사업의 형성 및 분위기와 책임에 중점을 둔 5주 코스인 비즈니스 

부트 캠프 (Business Boot Camp)를 거쳐갔습니다. 

 

다음의 스타트업 기업 3곳과 사업을 확장하는 기존의 리빙스턴 카운티 소재 기업 

1곳에게 4개의 동일한 부상이 수여되었습니다. 댄스빌 소재 Battle Street Brewery, 아본 

소재 Mortalis Brewing Company, 제네시오 소재 Quiet Storm Brewing Company, 

레이크빌 소재 Original Stump Blower Ciderworks. 각 기업은 다음과 같은 부상을 받게 

됩니다. 

• 가구, 비품, 장비 구입 목적으로 35,000 달러 규모의 소기업 보조금 (뉴욕주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 (New York State Homes and Community Renewal)의 

지역사회 개발 정액교부금 (Community Development Block Grant, CDBG)),  

• 리빙스턴 카운티 개발공사 (Livingston County Development Corporation)의 회전 

대출 기금 (Revolving Loan Fund)을 통해 1퍼센트 이율로 최대 10만 달러까지 

대출, 

• 뉴욕주 맥주 양조업자 협회 (New York State Brewers Association)의 1년 회원,  

• EFPR Group의 무료 공인회계사 (CPA) 세금 신고 지원, 

다음의 추가 수상 기업 3곳을 위해 대체 자금원을 찾고 있습니다. 제네시오 소재 Amber 

Lantern Brewing Company, 요크 소재 Dublin Corners Farm Brewery, 칼레도니아 소재 

Horns & Halos Craft Brewing. 

 

또한 7곳의 수상 기업 모두 지역 업체의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 리빙스턴 카운티 개발 (Livingston County Development), 리빙스턴 카운티 상공 

회의소 (Livingston County Chamber of Commerce), 중소기업 개발 센터 (Small 

Business Development Center)를 통한 기술 및 마케팅 지원, 

• 정상 급여 하에서 급여 및 행정 서비스 할인,  

• 허드슨 스트리트 스튜디오 (Hudson Street Studios)에서 중소기업 패키지 구매시 

제공하는 무료 헤드샷 세션,  

• 노부스 비 노운 (Novus Be Known)에서 브랜딩 패키지 구매시 수상 경력에 빛나는 

로고 디자인 무료,  

• 트레이시 정 법률 회사 (Tracy Jong Law Firm)의 하나의 상표에 대한 1회의 

상표권 허가 여부 검색 서비스,  

• 트레이시 정 법률 회사 (Tracy Jong Law Firm)에서 부트 레거 저널 (Boot Legger 

Journals) 1년 무료 구독권. 

수상기업들은 리빙스턴 카운티 경제 개발 (Livingston County Economic Development), 

리빙스턴 카운티 지역 상공 회의소 (Livingston County Area Chamber of Commerce), 

중소기업 개발 센터 (Small Business Development Center)와 비즈니스 부트 캠프 

(Business Boot Camp)과정을 진행한 Jeff와 Mike Fitch 비즈니스 코치의 의견을 통해 

선정되었습니다. 리빙스턴 카운티 개발 공사 (Livingston County Development 

Corporation)의 이사회가 권고사항을 궁극적으로 승인했습니다. 

 

Catharine Young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간 경제적 수익으로 수십억 달러의 

실적을 올리는 수제 맥주 양조업은 우리 주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 중 하나가 

신속하게 되었습니다. 주의회는 맥주 양조장거 사과주 양조장 면허의 기회 확대 및 

마케팅 활동 개선을 포함하여 뉴욕의 수제 맥주 양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주지사님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브류 인 리빙스턴 (Brew IN Livingston)’ 정책을 제정하고 리빙스턴 

카운티 맥주 양조 계획 소기업 프로그램 (Livingston County Brewing Initiative 

Microenterprise Program)을 수립하는 것은 빠르게 성장해서 시장을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자본을 확충하는 입장에 현지 기업가들을 서게 할 것입니다. Battle Street 

Brewery, Mortalis Brewing Company, Quiet Storm Brewing Company, Original Stump 

Blower Ciderworks 기업들에 축하를 드립니다. 이 흥분되는 정책을 시작하려면 지역 

정보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Patrick M. Gallivan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지역 회사들에 대한 뉴욕의 

투자를 통해, 핑거 레이크스 지역에는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성장하는 수제 음료 산업은 

더욱 규모가 커질 것입니다. 이 정책은 새로운 비즈니스의 시작과 기존 비즈니스의 

확장을 지원함으로써 업스테이트 뉴욕을 활성화시키려는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입니다. 

모든 수상기업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Eric Gott 리빙스턴 카운티 감리 위원회 (Livingston County Board of Supervisors)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리빙스턴 카운티를 위해서 흥분되는 날입니다. 

이것은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산업의 시작입니다. 이 산업은 참여기업들과 카운티 



직원들이 수 개월 동안 열심히 노력하여 성장시켜 왔습니다. 핑거 레이크스에서 수제 

맥주 양조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신 뉴욕주와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RuthAnne Visnauskas 뉴욕주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 (New York State Homes and 

Community Renewal)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리빙스턴 카운티의 

혁신적인 정책에 귀중한 지역사회 개발 정액교부금 (Community Development Block 

Grant)을 수여하게 되어서 행복합니다. 지역사회 개발 정액교부금 (CDBG) 프로그램은 

뉴욕주 전 지역의 경제 활동을 촉진시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뉴욕주 지역사회 개발 

정액교부금 (New York State CDBG) 프로그램은 2016년에 추가로 30,700만 달러를 

다른 기금에서 활용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Cuomo 주지사님의 핑거 레이크스 포워드 

업스테이트 활성화 계획 (Finger Lakes Forward Upstate Revitalization Initiative)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결과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Howard Zemsky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 (Empire State Development) 사장 겸 

최고경영자 및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취임하신 이후, Cuomo 주지사님은 

뉴욕주의 수제 음료 산업에 대한 홍보와 지원을 강화하면서 번거로운 절차들을 

간소화했습니다. 이 조치는 업스테이트 경제를 위해 번창하는 산업 분야를 

키워냈습니다. 리빙스턴 카운티 음료 트레일 (Livingston County beverage trail)은 이 

지역으로 방문객들을 더 유치할 수 있는 창의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이 트레일은 지역 

음료 기업들에게 반가운 촉진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수상기업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핑거 레이크스에서 수제 음료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Vincent Bradley 주립 주류관리청 (State Liquor Authority) 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의 뉴욕 수제 제조업 육성에 대한 공약은 뉴욕주 사상 최초의 와인, 

맥주, 증류주 회담을 주최하는 것에서부터 리빙스턴 카운티의 새로운 수제 음료 트레일 

설립에 대한 오늘의 발표까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리 수제 음료 

생산업체들을 위한 법률 및 규정 현대화에 대한 이 행정부의 성공으로 지난 6년 동안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적 개발을 선도하며 뉴욕주 전 지역의 관광산업을 촉진하는 

수백개의 새로운 기업들이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Richard A. Ball 농업시장부 (Department of Agriculture & Market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에서 맥주, 와인, 증류주 또는 사과주를 만드는 데 지금보다 더 

좋은 시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산업과 뉴욕주의 투자를 촉진하려는 Cuomo 

주지사님의 공약 덕분에 수제 음료 제조업은 그 어느 때 보다 강하며 계속 확장하고 

있습니다. 성장과 번영에 따라,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가하고 관광산업이 

발전하며 뉴욕주 전 지역의 다운타운 지역사회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핑거 레이크스에서 중요한 모멘텀을 유지하고 뉴욕주의 나머지 지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할 것입니다.” 

 

 



핑거 레이크스 지역경제개발협의체 (Finger Lakes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 FLREDC) 공동 의장인 Danny Wegman 웨그만스 푸드 마켓 (Wegmans Food 

Markets) 최고경영자와 Anne Kress 먼로 커뮤니티 칼리지 (Monroe Community 

College) 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지역 핑거 레이크스 포워드 경제 계획 (Finger 

Lakes Forward Economic Plan)은 실제로 변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핑거 레이크스 

지역경제개발협의체 (FLREDC)는 견줄 만한 것이 없는 제품을 제공하는 지역의 수제 

맥주 양조 산업을 기쁜 마음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급성장하는 사업은 핑거 

레이크스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이 지역이 미래의 경제적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흥분되는 모멘텀을 만들어 내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Bill Bacon 경제 개발부 (Economic Development) 리빙스턴 카운티 담당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수제 맥주 및 사과주 산업의 경제적 영향력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러한 기업가들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기업가들이 

궁극적으로 관광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며 조세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그들이 기업을 시작할 때 돕고 있습니다.” 

 

Maureen Wheeler 경제 개발부 (Economic Development) 리빙스턴 카운티 부담당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Cuomo 주지사님의 핑거 레이크스 포워드 정책 (Finger 

Lakes Forward initiative)으로부터 자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서 행운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대회의 결승 진출 기업 15 곳 각 기업 모두가 보여준 헌신과 열정의 수준에 

감동했습니다. 7개 우승기업을 선정함에 있어, 저희는 그 기업들이 지금 바로 운영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8개 기업도 여기에서 작업이 종료된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결국 15개 기업 모두 기업을 시작해서 운영하는 것을 

보더라도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핑거 레이크스 포워드 (Finger Lakes Forward) 계획의 촉진 

오늘의 발표는 지역의 경제 성장과 지역사회 발전을 창출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인 

“핑거 레이크스 포워드 (Finger Lakes Forward)” 프로젝트에 박차를 가하였습니다. 주 

정부는 2012년부터 이미 34억 달러 이상을 지역에 투자하여 포토닉스, 농업, 식품 생산 

및 고급 제조업을 포함하는 주요 산업에서의 투자를 지원했습니다. 오늘날 실업률은 

대공황 이전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에 이르렀으며 개인과 기업의 소득세가 낮아지고 

기업들은 로체스터, 바타비아, 캐넌다이과 등의 지역을 선택하여 성장과 투자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제 이 지역은 Cuomo 주지사가 2015년 12월에 발표한 업스테이트 활성화 계획 

(Upstate Revitalization Initiative)을 통해 뉴욕주에서 제공하는 5억 달러의 투자금으로 

핑거 레이크스 포워드 (Finger Lakes Forward)사업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뉴욕주에서 

제공한 5억 달러의 투자금을 기반으로 민간 사업체들이 25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도록 

장려할 것이며, 발표된 바에 의하면, 이 지역은 최대 8,200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regionalcouncils.ny.gov/content/finger-la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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