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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뉴욕주 수제 음료 법 (CRAFT NEW YORK ACT)이 발효된 이후 2년 

만에 농장 증류소가 거의 2배로 증가했다고 발표 

 
뉴욕주에서 현재 운영 중인 100곳이 넘는 농장 증류소 

 
뉴욕주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수제 음료 산업의 현대화 및 확장을 위한 Cuomo 주지사 

정책의 직접적인 성과인 획기적인 성장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수제 음료 법 (Craft New York Act) 제정 2주년 

기념일을 맞아 법률이 시행된 이후 농장 증류소의 수가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성장은 2014년 12월 13일 발효되어 농장 증류소에 상당한 이익을 

가져온 뉴욕주 수제 음료 법 (Craft New York Act) 덕분에 직접적으로 발생한 성과입니다. 

최근 2년 동안 50군데의 새로운 증류소가 사업을 시작해서 뉴욕주에는 현재 107군데의 

농장 증류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공서의 불필요한 형식주의를 제거하여 농장 

증류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우리는 뉴욕 전 지역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경제 성장을 이끄는 중소기업의 성장과 확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장 증류소에서 

맥주 양조장과 사과주 양조장에 이르기까지, 수제 음료 산업은 번창하고 있으며 농업 및 

관광 산업을 강화하고 있고 뉴욕주 전 지역의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음료 산업을 지원하는 뉴욕주 리더십의 성과로 인해 소규모 수제 음료 생산자들의 

성장이 세수, 일자리 기회 증가, 옥수수, 곡물, 사과와 같은 농장 제품 수요 증대 및 

뉴욕주를 위한 관광 효과 진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4년 12월 이후 뉴욕주에서 

설립된 새로운 농장 증류소의 완전한 목록은 여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뉴욕주의 농장 

기반 증류소의 총 사업체 수는 2011년 이후 10군데에서 107군데로 10배가 넘게 

증가했습니다. 

 

뉴욕주 수제 증류주 생산업체의 발전 및 확장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 규제 및 의회 

개혁안에는 뉴욕주 농장 증류소들에게 다음과 같은 기회를 제공하는 뉴욕주 수제 음료 

법 (Craft New York Act)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병으로 (by the bottle)”와 “잔으로 (by the glass)” 방식으로 시음 시행, 

· 판매할 수 있는 소매점을 늘려서 제품 샘플의 판매 및 제공,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Farm_Distilleries_2016.pdf


· 매장내에서 시음 및 제품 소비를 제공할 경우, 제조업체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식품 요건 완화,  

· 별도의 면허가 필요없는 외부 직영 매장 오픈,  

· 저렴한 비용의 면허료를 유지하면서 연간 제조 상한을 인상하여 생산량 증가. 

 

농장 증류소의 증가 이외에도, 9곳의 증류소가 수제 음료 법 (Craft Act) 시행 이후 직영 

매장들을 열었습니다. 지점 목록은 여기에 있습니다.  

 

주지사는 2014년 이후 뉴욕주 증류소들이 687,000 달러의 비용을 절감하게 되는 상표 

등록 수수료의 면제, 농장 증류소에 대한 중복 면허 제거, 실질적인 비용 절감 제공, 

뉴욕주 전 지역의 기업체를 위한 서류 작성을 줄이는 것 등을 포함하여 뉴욕 증류소에 

이익이 되는 수제 음료 법 (Craft Act) 제정에 앞서 몇 가지 추가 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Patty Ritchie 상원 농업위원회 (Senate Agriculture Committee)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최근 몇 년 동안 보아온 것처럼, 뉴욕주의 수제 음료 산업의 경우, 

엄청난 성장 잠재력이 있습니다. 이 새로운 사업체들은 일자리를 만들어내어 경제 

전반을 강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영농인들에게 확장된 시장과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서 우리 농업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도 했습니다. 저는 증류소들과 

다른 수제 음료 제조업체들이 변화에 쉽게 적응 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중요한 산업이 번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노력에 대해서 Ball 

커미셔너님 뿐만 아니라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하원 농업위원회 (Assembly Committee on Agriculture) 위원장인 Bill Magee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규정에 대한 의회의 개혁안을 통해 뉴욕주 수제 음료 법 

(Craft New York Act)의 성공은 수제 음료 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 사업체들이 우리의 농업과 관광 산업 경제에 중요한 기여자가 되어 뉴욕주 전 

지역에 새로운 일자리와 기회를 만들어 내면서 수제 음료 제품에 대한 관심과 판매점의 

개발을 증가시켰습니다.” 

 

Vincent Bradley 뉴욕주 주류청 (State Liquor Authority) 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업계와 협력하여 일하면서, Cuomo 주지사님은 중요한 입법안을 제정하여 뉴욕주가 

수제 음료 제조업의 리더가 되도록 규제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문을 연 

수백 개의 새로운 사업체들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며 뉴욕주 전 지역의 지역사회에서 경제 

개발과 관광 산업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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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지사님의 리더십 아래, 뉴욕주에서 수제 음료 산업의 성장을 바라보는 것은 매우 기쁜 

일입니다. 또한 지역에서 재배한 농산물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뉴욕주 증류소들은 독특하고 다양한 음료를 제조하기 위해 뉴욕주에서 생산된 제품들을 

재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 생산업체들의 잠재력에 제한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FarmDistilleryBranch2016.pdf


 

Howard Zemsky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 (Empire State Development) 사장 겸 

CEO 및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의 수제 음료 산업을 부흥시키고 있는 

Cuomo 주지사님의 공약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수제 음료 법 (Craft Act)을 포함하여, 

뉴욕주는 현재 농장 증류소의 상당한 증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체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며 여행객들에게 매력적인 목적지를 제공하는 한편, 세계 정상급 

증류주들을 생산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강화하고 다각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Brian McKenzie, 뉴욕주 증류소 길드 (New York State Distillers Guild)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알코올 음료 법을 현대화하여 우리 회원들이 커다란 이익을 

얻도록 사업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우리 산업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시작된 새로운 

벤처 기업들과 지역 시장을 탈피해 사업을 성장시키고 있는 증류소들 양쪽 모두 매우 

강력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자리 만들기, 관광 산업 증진, 지역 농업 지원 

측면에서 뉴욕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그 동안 일어난 긍정적인 

변화에 대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리더십 아래, 뉴욕주는 수제 음료 산업을 지속적으로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중요한 법안들을 통과시키면서 적극적인 홍보 캠페인을 벌이고 많은 규제에 

대한 개혁을 단행함으로써, 이 분야의 경제는 일자리 만들기와 뉴욕주 전 지역의 

지역경제 개발에서 중요한 견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 이후, 농장을 기반으로 한 알코올 음료 제조업체들이 188퍼센트까지 증가하여 

뉴욕주에서 재배한 제품들을 재료로 이용한 와인, 맥주, 증류주, 사과주 양조장의 수가 

591곳으로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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