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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뉴욕에서 가장 큰 농장 양조장에서 중국에 “I LOVE NEW YORK”
마크를 단 맥주 수출 발표
I LOVE NEW YORK 마크를 단 맥주 사진은 여기와 여기
Cuomo 주지사의 세계적 명성을 가진 수제 양조 산업의 현대화와 확장에 대한 성공적인

기획을 실현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 최대 규모의 농장 양조장과 협력 관계를 맺은
중국 전역에 최초로 I LOVE NEW YORK 마크를 공식적으로 단 맥주를 수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Syracuse 에 기반을 둔 엠파이어 양조회사(Empire Brewing
Company)에서 생산한 “쌍용(Two Dragons)”표 맥주는 뉴욕의 상징이며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I LOVE NEW YORK 관광 로고 마크를 달고 뉴욕주의 날로 성장하는 수제
양조업과 농업 명소에 소개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날로 번성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뉴욕의 수제
양조 산업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함께 뉴욕의 경제 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의
유일한 협력업체가 뉴욕의 최고 상품을 글로벌 고객들에게 소개할 것입니다. 뉴욕의
상징인 I LOVE NEW YORK 로고는 뉴욕의 고품질 식음료 상품을 홍보하고 더 많은
방문자를 수제 양조장으로 끌어들여 이 분야의 산업을 성장하고 주의 관광 수입을
증가시킬 것입니다.”
쌍용 맥주는 뉴욕산 홉과 중국산 블랙 티를 사용하여 양조한 에일 스타일 맥주입니다.
엠파이어 양조회사 소유주 David Katleski 는 오랜 역사를 가진 미국 수제 양조 기술과
중국 여행 중에 본 정밀한 중국 차 제조 과정을 합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처음부터 중국
시작을 겨냥하여 설계한 맥주는 높은 수요량으로 하여 엠파이어 양조회사의 뉴욕,
뉴저지 및 델라웨어 배급사망에 배급되었습니다. 엠파이어 양조회사는 양조업의 성장과
확장으로 하여 공수 유통을 증가할 예정입니다. 맥주 사진은 여기, 여기, 여기 및 여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맥주 생산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주의 업스테이트 활성화 기획(Upstate Revitalization
Initiative)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Cazenovia 에 새로운 양조 시설을 세웠기
때문이었습니다. “Brewstead”라 불리는 엠파이어 양조회사의 42,000 에이커 면적의 새
농장 양조장은 뉴욕주에서 가장 큰 양조장이며 현지에 80 개 가까이의 새 일자리를

만듭니다. 새 양조장 시설은 회사의 생산량을 첫해에 연간 4,500 배럴에서 17,000 배럴로
확대하고 3 년째에는 20,000 배럴로 늘릴 수 있습니다.
뉴욕 수제 양조산업의 성장
지난 5 년간 주지사가 수공품 생산자에 대한 과도한 요건과 수공품 마케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뉴욕주 수공예 지원법(Craft New York Act)의 제정 등 노력을 통하여 이
협력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2011 년부터 주 정부는 6 천만 달러 규모의 주 전역 홍보
캠페인과 포도주, 맥주, 증류주 품평회 등 여러 획기적인 개혁을 단행하고 공식 음료
산업의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했습니다.
뉴욕주의 수제 양조 산업 투자의 성공은 핑거호에서 주도 지역까지의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욕 주, 900 개 이상의 와인, 맥주, 증류주, 사과주 양조장의 본거지로 성장
 뉴욕주의 농장형 와인 양조장 수, 2010 년 195 곳에서 60% 이상 성장하여 현재
316 곳
 소규모 양조장 수, 2010 년 40 곳에서 285% 성장하여 현재 154 곳, 농장형
증류주 양조장은 2010 년 10 곳에서 현재 98 곳으로 성장
 2011 년 이후 새로 만들어진 허가증: 2013 년의 농장형 양조장 허가증 및
2014 년의 농장형 사과주 허가증
 뉴욕주, 132 곳의 농장형 양조장과 24 곳의 사과주 사업장의 본거지

엠파이어 양조회사 소유주 및 NYS 양조협회 회장 David Katleski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기업 철학은 지역 경제를 성장하고 세계적인 수제주를 만드는 것(Grow Local,
Craft Global)이며 기업의 강령은 모든 것을 병속에 담자(Mission Is In The Bottle)입니다.
우리가 I LOVE NEW YORK 과의 협력 기회를 이용하여 중국에 수출한 우리의 맥주로
주를 홍보한 것은 전적으로 옳은 일인 것 같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 회장, CEO 겸 커미셔너 Howard Zemsky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의 인솔하에 수제 양조업은 뉴욕주에서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으며 엠파이어 양조회사는 이 산업의 선두에 섰습니다. 그들의 협력관계는 의심할
여지 없이 글로벌 팬들을 모을 것이며 뉴욕주의 맛있는 수제 양조 음료의 명성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의 글로벌 뉴욕(Global NY)
부서는 중국과의 양조주 협력관계 건립과 발전을 돕는 데 합류하여 여러 해외

구매자에게 양조 상품을 수출하여 수출업의 증가를 이끌고 있습니다. 2015 년에
엠파이어 양조회사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의 글로벌 뉴욕 부서에서 조직하고
이끄는 중국을 대상으로 한 무역 사절단에 참여하여 중국 마케팅, 패키징 및 대회에 양조
상품을 소개하였습니다. 그들의 해외여행 경비는 주의 무역과 수출 홍보 보조금으로부터
지원받았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 뉴욕주 경제개발 담당기관은 Madison 카운티의
Cazenovia 에 있는 농장형 양조장(Farmstead Brewery)에 대한 설계 시공을 통하여
엠파이어 양조회사의 주요 지원자로 되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는
자금지원과 회사의 창업 뉴욕(START-UP NY) 면세 프로그램 참여를 허가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엠파이어 양조회사와 뉴욕주립대학 모리스빌 분교(SUNY Morrisville)의 양조
연구 프로그램의 협력관계가 포함됩니다.
I LOVE NEW YORK 마크를 단 쌍용 맥주는 2017 년 2 월에 중국에 상륙할 것입니다.
그들과의 협상은 I LOVE NEW YORK 의 전매 대리상인 브랜드 센스 파트너(Brand
Sense Partners, BSP)에서 대행하였습니다. I LOVE NEW YORK 로고는 등록된
상표이며 뉴욕주의 Empire State Development 대리점의 소유입니다. 로고에 대한 무단
사용을 금지합니다. I LOVE NEW YORK 의 라이센싱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loveny@bsp.com 을 통하여 BSP 와 연락하십시오.
뉴욕주 관광업
뉴욕주는 11 곳의 아름다운 휴양지를 자랑합니다. 뉴욕 랜드마크로서의 유명 관광지로는
나이아가라 폭포(Niagara Falls), 애디론댁(Adirondacks) 산맥에 있는 미국 대륙에서 가장
큰 공원 그리고 Cooperstown 에 있는 야구 명예의 전당(Baseball Hall of Fame)과 코닝
유리박물관(Corning Museum of Glass)과 같은 문화재들이 있습니다. 뉴욕주에서는
다양한 활동을 할 기회를 제공하는 실외 낚시, 하이킹, 보트 타기, 연중 페스티벌, 13 개
식민지 유적지 중 한 곳의 역사와 문화 탐험 등이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또한 고급 요리,
음료 트레일, 산지 직송 신선 식품 등도 즐길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iloveny.com 을 방문하십시오. 언론매체의 보도 자료들은 thebeat.iloveny.com 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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