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년 10월 13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10월 20일부터 29일까지 뉴욕시 사과술주간(CIDER WEEK NYC) 

선언  

  

뉴욕시 전역에서 열리는 특별 행사를 통해 뉴욕 사과술 양조장과 농업의 성공을 축하할 

것을 독려  

  

국제행사서 최우수상을 포함한 17개 메달과 세계 최대 경연대회서 81개의 메달을 

획득하는 등 2017년 큰 성과를 거둔 농업 분야  

  

사과주 산업, 주지사의 사과주 양조농가법에 힘입어 2014년 이후 4배 성장 기록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10월 20일부터 29일까지 열리는 제 7차 연례 

뉴욕주 사과술 주간(Cider Week NYC)에 뉴욕주 사과술 양조인 최소 30명이 참가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올해는 이 업계가 국내외 주요 대회에서 유례없는 성과를 

거둔 해이기도 해서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뉴욕주에서 만들어지는 다양한 

사과술에 관심을 촉발하고 이 농업 분야를 북돋우기 위해 뉴욕시의 주점, 식당 및 소매점 

수십 곳이 뉴욕시 사과술 주간(Cider Week NYC) 열흘간 시음회, 만찬, 강좌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전체 행사는 뉴욕사과주협회(New York Cider Association)에서 

주관합니다. 모든 세부 행사 내용과 장소는 여기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의 급성장하는 사과주 산업은 뉴욕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성공을 거두면서 전 세계 수제 음료 애호가들의 발길을 끌고 

있습니다. 국내외 모든 방문객들께서 부디 뉴욕의 다양한 면모를 모두 즐기시는 

한편으로, 바로 여기 엠파이어 스테이트에서 생산되는 세계적 수준의 사과주를 시음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7년 전 태동 이래 사과술 주간(Cider Week)은 뉴욕의 사과 재배농가와 사과술 

양조인들이 식당과 주점, 주류판매점, 시장 등과 협력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과 직접 

접촉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로 기능해 왔습니다. 이번 뉴욕주 사과술 주간(Cider Week 

NYC)에 참가하는 뉴욕주 사과줄 양조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http://ciderweeknyc.com/


 

 

• Angry Orchard - 월든  

• Bad Seed Cider - 하일랜드  

• Big Apple Hard Cider - New York - 뉴욕  

• Blackduck Cidery - 오비드  

• Brooklyn Cider House - 뉴팔츠  

• Descendant Cider Company - 뉴욕주 마스페쓰  

• Diner Brew Co. - 마운트 버넌 

• Doc's Draft Cider - 워릭  

• Embark Craft Ciderworks - 윌리엄슨  

• Eve's Cidery - 반이튼  

• Graft Cider - 뉴버그  

• Hardscrabble Cider - 노스 세일럼  

• Hudson Valley Farmhouse Cider - 스태츠버그  

• Kings Highway Fine Cider - 밀러턴  

• Kite & String Cider - 인터라켄  

• Metal House Cider - 에소푸스  

• Nine Pin Ciderworks - 올버니  

• Orchard Hill Cider Mill - 뉴햄턴  

• Original Sin Cider - 뉴욕  

• Pennings Farm Cidery - 워릭  

• Phonograph Cider 이타카  

• Rootstock Ciderworks - 윌리엄슨  

• Slyboro Cider House - 그랜빌  

• South Hill Cider - 이타카  

• Treasury Cider - 호프웰정션  

• Wayside Cider - 앤디즈  

• Westwind Orchard - 어코드  

  

참가하는 사과술 양조장 프로필이 뉴욕시 사과술 주간(Cider Week NYC) 웹사이트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뉴욕시 사과술 주간(Cider Week NYC) 특별 행사에는 히든스타(Hidden Stars)(뉴욕주 

사과술 시음 행사: 뉴욕주에서 생산되는 사과술의 다양성과 품질을 선보이는 행사), 

광장사과술 사과시장(Cider in the Square Apple Market)(사과술 양조인들이 

유니언스퀘어 청과물시장(Union Square Greenmarket)에 모여 벌이는 행사), 뉴욕시 

최초의 농장 사과술 시음장인 배드씨드바(Bad Seed Bar)에서 열리는 개장 

파티(크라운하이츠(Crown Heights) 프랭클린가(Franklin Avenue)) 등이 포함됩니다. 이 

외에도, 무료 시음회와 탭테이크오버에서부터 티켓디너와 다양한 강좌에 이르는 20개 

이상의 행사가 해당 자치구 전역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http://ciderweeknyc.com/cider-makers/
https://www.eventbrite.com/e/hidden-stars-a-revealing-revelry-of-new-york-cider-tickets-37954458808
http://ciderweeknyc.com/cw_events/cider-market-at-union-square-greenmarket/


 

 

  

여기에 참가하는 주점과 식당, 소매점으로는 에일와이프엔와이씨(Alewife NYC), 

애스터센터(Astor Center), 버긴(Berg'n), 머레이즈(Murray's), 뉴욕비어컴퍼니(New York 

Beer Company), 스팅키브루클린(Stinky Bklyn), 탭룸쓰리오쎄븐(Taproom 307), 

더그린테이블(The Green Table), 더제프리크래프트비어앤바이츠(The Jeffrey Craft Beer 

& Bites), 업라이트브루하우스(Upright Brew House) 등이 있습니다. 이번 행사 주간에 

참여하는 “사과술 먹는 곳”이 여기에 모두 정리되어 있습니다.  

  

올해 뉴욕시 사과술 주간(Cider Week NYC) 기념행사 가운데 애스터센터(Astor 

Center)에서 열리는 기업/언론 연합 쇼케이스에는 올여름 뉴욕 사과술 제조사와 사과 

재배업자의 위임을 받아 사과술 산업이 더 확고히 자리잡은 잉글랜드를 방문하고 돌아온 

사과술 생산자 5인이 출연할 예정입니다. 해당 방문 중, 뉴욕 양조장은 

로열배쓰앤웨스트쇼(Royal Bath & West Show)의 국제사과주챔피언십(International 

Cider Championship)에서 수여된 모든 상의 25%에 이르는 17개의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월든의 앵그리오처드 이노베이션 사이더하우스(Angry Orchard 

Innovation Ciderhouse)에서는 챔피언십 인터내셔널 사이더(Champion International 

Cider) 상을 수상했습니다.  

  

올해 초, 핑거레이크스와 허드슨밸리의 뉴욕 양조인들 또한 미시건주 그랜드래피즈에서 

열린 제 12회 연례 그레이트레이크스 국제 사이더/페리 경연대회(12th Annual Great 

Lakes International Cider and Perry Competition)에서 81개의 메달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전체 수상자 명단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푸드앤와인 매거진(Food & Wine Magazine)의 2017년 9월 ‘최우수 사과주 

30선(30 Best Ciders)’에 선정된 사과주 가운데 20% 이상이 뉴욕산이었는데, 이는 다른 

어느 주 또는 지역보다도 높은 비중이었습니다. 선정된 사과주에는 Blackduck Crabby 

Pip, Good Life Cider Barrel Rye, Embark Craft Ciderworks Crab Series Vol. #1, Eve's 

Northern Spy, Redbyrd Workman's Dry, Angry Orchard + EZ Orchards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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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사과주의 인기 상승은 일자리 창출과 농업의 성장, 

그리고 전반적 경제의 강화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뉴욕시 사과술 주간(Cider Week 

NYC)과 같은 행사는 뉴욕주 특산물인 고급 사과주와 사과를 더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게 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뉴욕주 사과주 산업의 성장을 위해 협력해주신 Cuomo 

주지사님과 Ball 커미셔너님께 감사드리며, 뉴욕시 사과술 주간(Cider Week NYC)이 

뉴욕의 우수한 미각을 널리 알리는 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뉴욕주 하원 농업위원회(Assembly Agriculture Committee)의 위원장인 William 

Magee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과 재배를 역사적 전통으로 삼아온 

뉴욕주가 최상급 사과주를 생산하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뉴욕시 사과술 

http://ciderweeknyc.com/locations/
http://ciderweeknyc.com/locations/
http://ciderweeknyc.com/locations/
http://www.bathandwest.com/media/International-Competition-Results.pdf
http://www.foodandwine.com/cocktails-spirits/cider/30-best-ciders#eves-northern-spy-best-ciders
http://www.foodandwine.com/cocktails-spirits/cider/30-best-ciders#eves-northern-spy-best-ciders


 

 

주간(Cider Week NYC)에 부디 모든 분들이 이 맛있는 뉴욕 토산 수제 사과주를 

시음해보시고 뉴욕 양조농가의 성공을 축하해 주시기를 권합니다.”  

  

뉴욕 사과주 연합(New York Cider Association)의 Jenn Smith 상임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제 대회 수상과 영향력 있는 식음료 간행물 기사 게재는 매우 중요한 

찬사로서 뉴욕이 정성어린 과수원 사과주의 원산지임을 반영합니다.“  

  

수제 양조산업과 뉴욕 농업경제의 성장  

Cuomo 주지사는 뉴욕주 수제 양조산업에 대한 적극적 후원의 일환으로 2013년 10월 

사과주 양조농가법(Farm Cidery Law)에 서명했습니다. 그 결과, 2014년 8곳에 

불과하던 뉴욕주 관허 양조농가 수가 현재는 39곳으로 네 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 농장 

사과주법은 뉴욕주의 와인, 맥주 및 양주업계 3대 정상회의 전문가들로부터 그들이 

성장을 위한 수요와 기회에 관한 의견을 직접 듣고 제정하였습니다. 이 회의 이후 

양조업이 급속 성장하여 현재 운영 중인 맥주, 와인, 증류주 및 사과주 양조장이 거의 

1000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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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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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했습니다: “좋은 사과가 좋은 사과주를 만드는데, 엠파이어 스테이트는 둘 다 갖고 

있습니다. 사과 재배농의 우수성과 사과주 제조사의 혁신과 헌신의 조합이 매번 

성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뉴욕주의 사과주산업이 단연 최고인 이유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다른 하나는 규제를 완화하고 산업 성장의 길을 닦기 위한 Cuomo 

주지사님의 노력입니다. 뉴욕주의 수제 주류 부문에는 흥미진진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뉴욕시 사과술 주간(Cider Week NYC)은 그 무성한 입소문의 실체를 

맛보기에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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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시 사과술 주간(Cider Week NYC)은 뉴욕주의 최상급 수제 

주류 일부를 시음해보기에 아주 좋은 기회일 뿐만 아니라, 사과술 생산자들을 뉴욕주와 

전국의 더 많은 고객들에게 소개할 기회이기도 합니다. 거의 3년 전 오늘 통과된 

주지사님의 사과주 양조농가법(Farm Cidery Law)에 힘입어, 뉴욕의 사과주산업은 



 

 

유례없는 성장을 경험한 바, 이번 일주일간의 행사는 이 업계의 지속적 성공을 축하하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Black Diamond Farm & Cider LLC 직원이자 뉴욕사과주협회(New York Cider 

Association) 임원인 Ian A. Merwin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시 사과술 주간(Cider 

Week NYC)은 뉴욕시의 사과주 애호가들과 업스테이트 뉴욕의 우리 소규모 사과주용 

사과 재배농 모두를 연결시켜주었습니다. 이 행사는 우리 주의 사과술/사과즙 재배 역사 

400년을 경축하면서 수확 축제 기간을 즐기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뉴욕시 사과술 

주간(Cider Week NYC)이 왜 이렇게 화제인지 직접 오셔서 확인해보시고 지방 사과주 

제조인들을 격려해주시기 바랍니다.”  

  

Orchard Hill Cider Mill 직원이자 뉴욕사과주협회(New York Cider Association) 

임원인 Karl DuHoffmann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과술 주간(Cider Week)은 

생산자들에게는 뉴욕 주민들과 교감할 수 있는, 그리고 소비자들에게는 이 급성장하는 

부문의 현황을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 다양한 공론장을 제공합니다. 시음회에서부터 

교육 세미나까지, 뉴욕시 사과술 주간(NY Cider Week)은 성숙도와 참여도 양쪽에서 

매년 꾸준히 성장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보다도 더 나아질 

것이라는 확실한 가능성이 저를 더욱 들뜨게 만듭니다.”  

 

뉴욕시 사과술 주간(Cider Week NYC) 안내  

뉴욕시 사과술 주간(Cider Week NYC)은 허드슨밸리를 식품의 본고장이자 농업이 

번창하는 곳으로 만들겠다는 사명을 가진, 뉴욕주 콜드스프링의 비영리 농업단체인 

글린우드(Glynwood)에 의해 출범되었습니다. 글린우드는 사과술 프로젝트(Cider 

Project)를 통해 뉴욕사과주협회(New York Cider Association, NYCA)의 발전을 

주도했으며 NYCA 및 그 회원들과 꾸준히 협력하여 과수원에게 이익이 되는 사과술 

생산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사과술 주간(Cider Week NYC)의 주력 후원사는, 

지속가능성의 원칙을 중심으로 미용에 대해 혁신적인 접근방법을 위하고 있는 가족 

소유의 국제적 모발관리용품 브랜드 Davines North America입니다. 뉴욕시 사과술 

주간(Cider Week NYC)의 미디어 후원사는 뉴욕시의 요식 문화에 관한 기사를 전문으로 

하는 잡지이자 웹사이트인 Edible Manhattan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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