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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의 음주 금지법 개정을 추천하는 업계 리더로 

구성된 운영 조직을 발족한다고 발표했습니다. 3차 Wine, Beer, Spirits & Cider 

Summit의 직접적인 결과인 이 그룹은 기존 법률 조항을 검토하고 80년 된 법령을 

현대화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현 주정부는 뉴욕주의 급성장하는 수제 와인, 맥주, 증류주 및 과일주 

생산자들이 번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관료적 형식주의를 지양하고 관료적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운영 조직은 우리 

주의 법을 현대적 시점에 맞게 조정하고 뉴욕 산업의 성장에 도움을 주는 방법에 대한 

관점과 직접적 경험을 모두 제공하는 이러한 노력을 계속할 수 있게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 조직은 317 Lenox Avenue에 위치한 State Liquor Authority의 Harlem 사무실에서 

2015년 11월 12일 오후 1시에 오프닝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State Liquor Authority 

회장 Vincent Bradley가 이끄는 이 심사는 다음을 포함한 주류 관리법을 재구성 또는 

대체하는 데 초점을 둔 지난 5년 동안 지켜온 입법 및 규제 진행을 토대로 이뤄질 

것입니다. 

• 오래된 중복 조항 제거 

• 명확성을 기하기 위한 법적 용어의 현대화 

• 각종 허가서 조항 개선 및 통합 

• 제공된 허가서 종류의 명확한 분류 

• 필수 서류작업 최소화 

• 제조업체에 부과된 불필요한 제약 제거. 
 

산업 운영 조직 구성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Rose Mary Bailly, Executive Director, New York State Law Revision 
Commission 

• Robert Bookman, Counsel, New York City Hospitality Alliance 

• Jean Marie Cho, General Counsel at William Grant & Sons 

• Keven Danow, Partner, Danow, McMullan & Panoff 

• Lester Eber, Vice President, Southern Wine and Spir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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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m Edwards, President, New York State Liquor Store Association  

• Ralph Erenzo, Founder and Master Distiller, Tuthilltown Spirits 

• Steve Harris, President, New York State Beer Wholesalers Association 

• Noreen Healey, Counsel, Phillips Nizer 

• Steve Hindy, Co-founder, Brooklyn Brewery  

• Mark Koslowe, Managing Partner, Buchman Law Firm 

• Nick Matt, Chairman & CEO, F.X. Matt Brewing Company 

• Michael Rosen, President & CEO, Food Industry Alliance of New York State 

• Ebenezer Smith, District Manager, Community Board 12, Manhattan 

• Jim Trezise, President, New York Wine & Grape Foundation 

• Scott Wexler, Executive Director, Empire State Restaurant & Tavern 
Association 

 

이 운영 조직에는 농업진흥부(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Markets), Empire State 

Development Corporation 및 Department of Taxation and Finance로부터 온 대표들도 

포함됩니다. 추가 업계 구성원 및 기타 이해 관계자들은 11월 12일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SLA 회장회장회장회장 Vincent Bradley는 "최근 비즈니스 친화적인 입법 및 규제 변경이 이뤄졌지만 

법률에 대한 기존 조직은 규제당국에게 까다롭고, 변호사에게는 어려운 존재이기에 일반 

사업자들이 쉽게 이해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가 이러한 

문제를 검토하고 기존 법률을 업데이트 및 현대화하는 효과적인 해결안을 개발하기 위해 

업계 최고의 리더들과 함께 협력한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Cuomo 주지사가 2011년 취임한 이후, 뉴욕에서 재배한 재료를 사용하여 와인, 맥주, 

증류주 및 과실주를 제조하는 농장 운영 기업의 수와 주류를 생산하는 총 제조업체 수는 

주류 산업을 지지한 뉴욕주 법에 힘 입어 2011년 이후 두 배로 성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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