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년 11월 3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지역 산품을 보여주는 250가지 이상의 행사가 테이스트 뉴욕 수제 음료 

주간에 열릴 것을 발표  

  

뉴욕시 첫 수제 음료의 주 기간은 11월 5일~11일  

  

수제 음료의 주 행사로 뉴욕의 맥주, 와인, 증류주 및 사과주 부문 성장, 농업 부흥 및 

일자리 창출하는 주지사의 최고의 주 기획을 지원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11월 5일부터 11일까지를 뉴욕시에서 주 내 최초의 

테이스트 뉴욕 수제 음료 주간(Taste NY Craft Beverage Week)에 250여 개의 행사를 

진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주지사의 2017년 시정방침 연설(2017 State of the State 

address)에서 처음 발표한 한 주간의 행사를 통해 뉴욕주의 세계적 수준의 와인, 맥주, 

증류주, 사과주를 홍보하여 판매량을 늘리고 농공업을 지지하며 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입니다. 수제 음료 열성 팬들은 여기에서 수제 음료 주간에 참여하여 뉴욕주 산품을 

선보이는 90여 개 장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제 음료 주간은 뉴욕시 최고의 음식점, 바 및 

소매점에 지역 산품들을 연결해 주에서 다양하게 성장하는 음료 산업을 

지지합니다. 뉴욕은 세계에서 최고의 수제 음료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런 소규모 

사업체들을 돋보이게 하고 지지하고 모두가 행사 참여 장소를 방문하도록 격려하여 

주민과 방문객들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와인, 증류주, 사과주 및 맥주의 독특한 품질을 

맛볼 수 있습니다.”  

  

수제 음료 주간에 행사에 참여하는 음식점, 바, 선술집 및 소매점들은 특별한 행사들을 

주최하고 홍보하여 주 전역에서 제조한 욕의 와인, 맥주, 증류주, 사과주를 돋보이게 할 

것입니다. 특별 행사와 홍보 행사에는 양조업자 디너, 시음회, 주류와 함께하는 디너, 

생맥주 테이크 오버, 해피아워 스페셜, 뉴욕 수제 칵테일 스페셜 및 정보 세미나 등을 

포함합니다.  

  

https://taste.ny.gov/craft-beverage-week-events


행사들은 11월 5일, 일요일부터 시작하여 5개의 자치구에서 매일 다양하게 주최합니다. 

그중 일부 행사는 일주일 내내 진행합니다. 예를 들면, 브루클린에 있는 Kings Beer 

Hall은 매일 바꾸는 스페셜과 맥주 페어링으로 한 주간 경축할 것입니다. 북동쪽에 있는 

Treadwell Park는 11월 5일에 스태튼 아일랜드의 Flagship Brewing, 브루클린의 

Brooklyn Brewery, 브롱크스의 Bronx Brewery, 퀸즈의 LIC Beer Project 및 특별 합작한 

맥주를 제공한 맨해튼의 Five Boroughs Brewing 등 5개 자치구의 맥주 업체들이 

선보이는 맥주 해피아워 행사를 진행합니다.  

  

브루클린의 The Well은 Kings County Distillery, Coppersea Distilling, Hillrock Estate 

Distillery, Breuckelen Distilling, Tuthilltown Spirits, Hudson Valley Distillers 및 New 

York Distilling Company에서 공급한 뉴욕산 위스키에 대한 공개 토론회와 시음행사를 

진행합니다. 퀸즈에서는 뉴욕주 양조업자 협회(New York State Brewers Association)가 

뉴욕시 양조업자 조합(New York City Brewers Guild)과 함께 11월 8일 롱아일랜드 

시티에서 열리는 독특한 NYCBrewed Fall Crawl 행사를 주최하며 브롱크스의 Bronx 

Beer Hall에서는 Brotherhood Winery에서 공급하는 와인과 함께 생맥주 테이크오버 

행사를 진행합니다.  

  

11월 6일, 맨해튼에 있는 Astor Center에서는 뉴욕 사과주 협회(NY Cider 

Association)를 초청하여 사과주 역사와 추수감사절 페어링 조합에 대한 강의를 포함한 

교육 세미나를 진행하며 Brooklyn Winery에서는 뉴욕 와인 & 포도원 재단(NY Wine & 

Grape Foundation)을 초청하여 30가지 이상의 지역별 뉴욕 와인에 대한 시음회를 

개최합니다. 스태튼 아일랜드에서는 11월 8일에 Midland Liquor가 Honeoye Falls 

주류에 대한 무료 시음회를 제공하며 Flagship Brewing에서 허리케인 복구 활동에 

상당수의 지역 맥주를 기부합니다.  

  

행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테이스트 뉴욕(Taste NY) 웹사이트 

https://taste.ny.gov/craft-beverage-week-event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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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했습니다: “뉴욕은 훌륭한 품질의 증류주, 맥주, 사과주 및 와인 공예로 떠오르는 

스타입니다. 테이스트 뉴욕 수제 음료 주간을 통하여 고객들에게 최고의 제품을 맛볼 

기회를 제공하는 것보다 더 좋은 홍보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 자신들의 

창업지에서 지역 산품 제조자들을 지지하면서 뉴욕산 제품들을 돋보이게 할 모든 

참가자에 감사드리며 또한, 뉴욕 농업을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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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경영자인 Howard Zemsky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인솔하에 뉴욕주 수제 음료 산업은 엄청난 성장을 가져와 일자리 창출, 관광업 향상 및 

경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테이스트 뉴욕 수제 음료 주간은 우리주의 세계 수준의 

음료들을 경축하며 우리 수제 음료 제조업자들을 지지하는 훌륭한 기회입니다.”  

https://taste.ny.gov/craft-beverage-week-events


  

뉴욕주 주류관리청(State Liquor Authority)의 Vincent Bradley 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제 음료 산업은 뉴욕주에서 지속적으로 흥행하였으며 수제 음료 주간 

행사는 이런 성과를 확고하게 하는 완벽한 방법입니다. 이 행사는 우리의 수제 음료 

제조업자들이 주 전역과 전국의 고객에게 그들의 제품을 선보이고 뉴욕 수제 음료의 

고품질을 더욱 잘 보여주게 합니다.”  

  

주지사로 취임한 이후, Cuomo 주지사는 뉴욕의 수제 음료 산업을 현대화하고 새로운 

법률, 규제 개혁, 혁신적인 프로그램, 홍보 캠페인 등을 통해 전례가 없는 성장을 위한 

활동을 선도해 왔습니다. 오늘날, 뉴욕주 전 지역에는 1,000곳 이상의 허가받은 와인 

양조장, 맥주 양조장, 증류주 양조장, 사과주 양조장들이 있으며, 이는 2011년에 비해 

3배가 증가한 숫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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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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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governor.ny.gov/
mailto:press.office@exec.ny.go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