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년 9월 29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가을 수확 철 동안 뉴욕주의 와인 및 수제 음료 트레일을 방문하도록 

뉴욕 주민 독려  

  

182 군데의 뉴욕 와인 양조장에 도움이 되는 뉴욕주의 와인 트레일  

  

와인 트레일을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2012년 이후 2억 1,480만 달러 투자  

  

Cuomo 주지사, 8월 21일 어퍼 허드슨 와인 트레일(Upper Hudson Wine Trail)을 

지정하는 법안에 서명  

  

여기에서 볼 수 있는 뉴욕의 와인 트레일 강화 프로젝트의 지역 목록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가을 수확 철에 뉴욕주의 와인 및 수제 음료 트레일을 

방문하도록 뉴욕 주민들을 독려했습니다. 현재 뉴욕 전 지역에는 필수적인 농업, 수제 

음료, 관광 산업 등을 지원하는 13 곳의 와인 트레일이 있습니다. 현재의 와인 트레일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뉴욕주 교통부(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는 뉴욕주 

전 지역의 와인 양조장에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이 지역의 도로, 교량, 지하 배수로 등의 

중요한 업그레이드 공사에 2억 1,480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뉴욕 전 지역의 와인 

트레일 시스템과 관광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Cuomo 주지사는 주도 지역 전역의 어퍼 

허드슨 와인 트레일(Upper Hudson Wine Trail)을 지정하는 법안에 8월 21일 

서명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뉴욕의 세계적 

수준의 와인 양조장, 맥주 양조장, 사과주 양조장, 증류주 양조장 등은 관광 산업, 일자리 

창출, 경제 발전의 핵심 원동력입니다. 지역 인프라에 투자할 경우, 이러한 추진력과 

성장이 계속 강하게 유지되는 사업체에 쉽게 방문할 수 있게 됩니다. 가까운 장래에 뉴욕 

주민이 이 혁신적인 지역 업체들의 샘플 제품 시음을 위해 뉴욕주의 수제 음료 트레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외출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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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의 거의 모든 지역에 위치한 20 곳 이상의 수제 음료 및 요리 트레일의 견고한 

시스템의 일부인 뉴욕의 와인 트레일을 통해 방문할 수 있는 와인 양조장이 182 군데 

있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트레일들은 관광 산업을 촉진하고 급성장하고 있는 수제 음료 

및 식품 산업을 강화합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의 와인 산업은 단독으로 주정부 및 

지방정부 세금 4억 800만 달러를 포함해 연간 48 억 달러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창출합니다. 뉴욕은 미국에서 와인을 생산하는 주로는 세 번째로 많은 양인 연간 약 2억 

병의 와인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전 지역에서는 매년 약 530만 명의 사람들이 

와인 관련 관광 투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뉴욕의 와인 양조장과 와인 트레일들이 계속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뉴욕주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는 뉴욕의 와인 트레일을 따라 와인 양조장에 계속 

방문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재포장, 교량 재공사 및 교체, 지하 배수로 수리 및 교체 공사 

등을 포함한 103 개 프로젝트 지원에 2억 1,480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뉴욕주의 와인 

트레일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주정부 프로젝트 목록을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뉴욕주 교통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NYS DOT)의 Cathy 

Calhoun 커미셔너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뉴욕의 와인 생산지 심장부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우리 교통부가 수제 음료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는 관광 

산업 개선과 경제 개발 강화 과정에서 뉴욕주 전 지역의 와인 트레일을 지원하기 위해 

수천만 달러를 투자해 왔습니다.”  

  

뉴욕주 농업부(State Agriculture)의 Richard A. Ball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이 취임하신 이후, 뉴욕주에서는 수제 음료 생산이 엄청나게 

늘어났으며 그 결과 지역 농산물에 대한 수요도 크게 증가한 것을 우리는 목격해 

왔습니다. 우리의 걸출한 수제 음료 트레일 시스템은 이러한 사업과 고유의 고품질 

제품의 판매를 극대화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우리의 방문객들이 훌륭한 맛을 

경험할 경우 계속 다시 찾아오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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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ard Zemsky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의 와인 및 수제 음료 산업은 

Cuomo 주지사님의 행정부에서 엄청난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수제 음료 트레일은 

뉴욕주 전 지역에 놓여 있습니다. 올가을에는 단풍도 경험하시고 우리의 세계적인 

음식과 음료도 즐기실 수 있는 여행 계획을 모든 분들께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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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빠르게 이 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와인 관광지 중 한 

곳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걸출한 수제 음료 트레일은 엠파이어 스테이트에서 생산하는 

최상급 와인들을 뉴욕 주민과 관광객들 모두가 경험할 수 있게 해줍니다. Cuomo 

https://www.ny.gov/sites/ny.gov/files/atoms/files/Taste%20NY%20Trail%20Map%20%286-17%29%2002.pdf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NY_Wine_Trails.pdf


 

 

주지사님의 리더십에 따라, 이와 같은 투자는 관광 산업과 뉴욕주 전체 경제를 상당히 

향상시켰습니다.”  

  

뉴욕 와인 포도 재단(New York Wine and Grape Foundation)의 Samuel Filler 

상임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와인 생산 주에서, 뉴욕의 와인 

양조장들은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가을의 수확은 뉴욕주 

와인의 다양성을 발견하고 수상 경력이 있는 와인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아보기 

위해 뉴욕주의 와인 트레일들을 탐험하기에 완벽한 시기입니다. 뉴욕 와인 포도 

재단(New York Wine and Grape Foundation)은 우리의 지역 비즈니스를 촉진하기 위해 

재정 및 기술 지원으로 뉴욕의 와인 산업을 지원해 주신 주정부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연간 25만 달러 이상의 매칭 마케팅 기금으로 와인 트레일을 지원하는 것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세네카 레이크 와인 트레일(Seneca Lake Wine Trail)의 Paul Thomas 사무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와인 트레일들이 우리 지역과 시음 공간에 더 많은 방문객을 

유치하기 위해 대단히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사실은 30년 이상 입증되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선출직 공무원 및 임명직 공무원들은 뉴욕 와인 포도 재단(New York Wine and 

Grape Foundation)과 아이 러브 뉴욕(ILoveNY) 프로그램이 관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우리 업계를 강력히 지원하고, 자원 유출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돕는 뉴욕주 주류관리청(State Liquor Authority)의 규정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의 비전을 실천하는 행정부의 지침에 따른, 와인을 포함한 

뉴욕주의 전체 수제 음료 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뉴욕주 전 지역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양이 많이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 업계의 고임금 일자리 수도 늘어나는 등 모든 

분야에서 놀라운 성장이 가능해졌습니다.”  

  

카유가 레이크 와인 트레일(Cayuga Lake Wine Trail)의 대표 겸 스위디시 힐 앤드 구스 

와치 와이너리스(Swedish Hill and Goose Watch Wineries)의 Dave Peterson 공동 

소유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동 마케팅 활동을 통해, 카유가 와인 트레일(Cayuga 

Wine Trail)은 저희가 수년 이상 수많은 새로운 고객들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31년 전에 와인 양조장을 시작했을 때 저희는 겨우 와인 1,200 상자를 

생산했습니다. 현재 저희 생산량은 연간 5만 상자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고객분들이 사는 

곳에서 가깝게 위치한 저희 와인을 찾으실 경우, 와인 양조장 방문객 덕분에 주류 

판매점과 레스토랑에서의 판매도 향상됩니다. 카유가 레이크 와인 트레일(Cayuga Lake 

Wine Trail)이 뉴욕 와인 포도 재단(New York Wine and Grape Foundation) 및 기타 

채널을 통해 제공한 뉴욕주 기금이 없었다면 이 트레일에 대한 마케팅 활동은 크게 

감소했을 것입니다. 와인 양조장의 성장으로 관광 산업, 농업, 제조업 등과 같은 수많은 

다른 관련 산업에도 기금이 지원됨에 따라 주정부의 투자는 여러 번 회수되었습니다.”  

  

Joseph Robach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와인 및 수제 음료 

중 일부는 뉴욕과 핑거 레이크스 지역이 원산지입니다. 저는 뉴욕이 제공하는 모든 



 

 

훌륭한 편의 시설을 사람들이 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도로, 교량, 인프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뉴욕주의 투자를 보장하시는 주지사님과의 협력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뉴욕주 상원 농업 위원회(Senate Agriculture Committee)의 위원장인 Patty Ritchie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핑거 레이크스에서 노스 컨트리와 허드슨 밸리를 거쳐 

롱아일랜드에 이르기까지, 뉴욕의 와인 트레일은 근면한 농부와 와인 제조업체들이 

생산하는 세계적 수준의 와인들을 수많은 와인 애호가들에게 소개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가을은 뉴욕 와인의 독특한 다양성과 맛을 경험할 수 있는 완벽한 시기입니다. 

뉴욕 주민들께서 선호하는 와인을 찾아 외출하시도록 독려하는 데 주지사님을 돕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Rich Funke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의 와인 양조장들은 미국에서 

가장 훌륭한 와인 양조장들 중 일부입니다. 도로를 개선하여 뉴욕의 수제 음료 시장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의 투자를 통해 

관광 산업이 진흥되고 뉴욕주 전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성장할 것입니다. 인프라 개선은 

와인 및 수제 음료 기업체들과 같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가을은 

뉴욕의 와인, 사과주, 수제 맥주 등을 즐기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뉴욕주 하원 농업위원회(Assembly Agriculture Committee)의 위원장인 Bill Magee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고유의 상점, 레스토랑, 농장, 서비스업 등을 

포함하여 업스테이트의 명소들을 홍보하기 위한, 뉴욕 전 지역의 와인 및 수제 음료 

트레일은 우리의 가장 큰 산업 중 하나인 농업을 우리의 가장 유망한 자산 중 하나인 관광 

산업과 연계시키는 관광 명소입니다. 와인과 수제 음료 및 음식 트레일의 개발과 개선을 

진심으로 당부드리고 지지합니다.”  

  

Carrie Woerner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퍼 허드슨 와인 트레일(Upper 

Hudson Wine Trail)의 포도원들은 가을에 방문하기 좋은 곳들입니다. 우리 지역과 

뉴욕주 전 지역의 와인 산업에 대한 지원에 대해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지사님의 리더십에 따라, 농장 와인 양조장의 수가 72 퍼센트 증가한 것을 비롯하여 

뉴욕의 허가를 받은 수제 음료 생산업체의 수는 228 퍼센트 증가했습니다. 주정부는 (i) 

수제 음료 제조업체에 대한 규제를 간소화하고 단순화하기 위해 중요한 정책 변경을 

시행했고, (ii) 알코올 및 음료 관리법(Alcohol and Beverage Control Laws)을 

현대화했으며, (iii) 새로운 면허 제도를 도입했고, (iv) 성장하고 있는 이 경제 분야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활용했습니다. 현재 뉴욕 전 지역에는 약 1,000 곳의 허가받은 

맥주 양조장, 와인 양주장, 증류주 양조장, 사과주 양조장 등이 있습니다. 6년 전에는 342 

군데에 불과했습니다.  

  



 

 

주지사의 테이트스 뉴욕(Taste NY) 프로그램은 대형 공공 행사 및 소매점 등지에서 

전략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엠파이어 스테이트의 수제 음료 산업을 성장시키는 데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테이스트 뉴욕(Taste NY)의 브랜드로 판매되는 뉴욕산 

제품은 뉴욕 와인 및 수제 음료 전문의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Grand Central Terminal) 

입주 상점을 포함하여 뉴욕주 전 지역의 60 곳 이상의 장소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뉴욕의 식품 및 수제 음료 산업을 홍보하기 위해, 2013년에 주지사가 출범시킨 테이스트 

뉴욕(Taste NY)은 꾸준히 성장해왔습니다. 지난 해 뉴욕의 테이스트 뉴욕(Taste NY) 

매장, 매점, 행사장 등지에서 1,300만 달러 이상의 뉴욕산 제품이 판매되었습니다. 

테이스트 뉴욕(Taste NY)에 관한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는, www.taste.ny.gov를 

방문하세요.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및 핀터레스트를 통해서 테이스트 뉴욕(Taste 

NY)과 소통하세요.  

  

뉴욕의 와인 양조장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는 https://www.newyorkwines.org/를 

참조하십시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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