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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8월월월월 21일일일일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대박람회에서대박람회에서대박람회에서대박람회에서 “주주주주 박람회박람회박람회박람회 쇼쇼쇼쇼 스토퍼스토퍼스토퍼스토퍼 맥주맥주맥주맥주”가가가가 공개될공개될공개될공개될 것이라고것이라고것이라고것이라고 발표발표발표발표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뉴욕주 대박람회가 8월 21일 박람회 개막에 맞추어 “주 박람회 쇼 

스토퍼 맥주”로 알려진 박람회 브랜드의 수제 맥주를 공개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수제 

맥주는 부분적으로 뉴욕주 호프 및 보리 제품으로 만들어지고 Empire Brewing Company of 

Syracuse가 양조할 것입니다. 

 

“뉴욕주 대박람회는 박람회를 대표할 훌륭한 음료가 있어야 하는 데, 이 수제 맥주가 

딱입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신나는 농업 행사 중 하나의 이름을 

지닌 맥주는 박람회를 이 주의 경계를 너머 홍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사람들에게 이 연례 축제를 

방문할 또 하나의 이유를 제공합니다. 본인은 쇼스토퍼 배후의 팀에 축하를 보내며 지속적 성공을 

기원합니다.”  

 

쇼스토퍼 맥주는 Syracuse에서 8월 21일~9월 1일에 진행되는 뉴욕주 대박람회 에서 선을 보일 

것입니다. 법정 음주 연령의 방문객들은 Colonnade과 박람회장 전체의 새로운 Taste NY 포도주, 

맥주, 증류주 바에서 그것을 즐길 수 있습니다. 새로운 양조주의 소개로 뉴욕주 포도주도 몇 년만에 

Colonnade에서 처음으로 제공되고, 뉴욕주 수제 맥주 및 증류주가 박람회 지역에서 처음으로 

제공되는 것입니다.  

 

주 박람회 쇼스토퍼 맥주(State Fair Showstopper Ale) 로고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주 농무부 커미셔너 Richard A. Ball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Cuomo 지사는 그의 행정부의 전 

모멘텀을 뉴욕주 농업 성장에 쏟았는데 주 박람회 명칭을 훌륭한 수제 맥주에 붙이는 것은 모든 

뉴요커들에게 그 뒷받침을 보이게 하는 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전세계 최고의 음식을 이 주의 모든 

주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데, 그 중 많은 것은 뉴욕주 대박람회에서 30일 이내에 발견될 

것입니다.”  

 

뉴욕주 박람회 총괄 대행 Troy Waffner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주 박람회의 두 가지 사명은 

농업을 진흥하고 모든 뉴요커들에게 재미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뉴욕주의 가장 신나고 재미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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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에서 주에서 만들어진 새 맥주를 발견하는 것보다 무엇이 더 재미 있을 수 있겠습니까?” 

 

Empire Brewing Company의 사장 겸 뉴욕주양조협회 회장 David Katleski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최초의 뉴욕주 박람회 맥주를 생산하여 기쁘고 짜릿합니다. Empire의 NYS Fair Showstopper 

Ale은 수상에 빛나는 우리의 최고 잘 팔리는 Skinny Atlas Light Ale 레시피에 바탕을 두고 

창조되었습니다. 이 NYS 하이브리드는 순수한 Skaneateles Lake 물, 맥아 보리 및 호프와 우리 

자체의 효모 같은 지역 성분을 활용하여 가볍고 상쾌한 Kolsh 스타일 맥주를 생산합니다. 그것은 

진실로 쇼스토퍼입니다.” 

 

Empire Brewing Company의 양조 조업 담당 이사 Tim Butler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근 40년간 

박람회에 출입한 사람으로서 저는 최초의 NYS 박람회 맥주를 양조하여 영광입니다. 우리는 이 

맥주의 설계에 많은 생각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뉴욕주 대박람회와 Empire Brewing 

Company를 대표하는 것을 만들어 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8월 21일부터 9월 1일까지 

박람회에서 이 맥주를 홍보할 것입니다. 저를 찾아주시면 쇼스토퍼를 한 잔 사드리겠습니다!”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박람회박람회박람회박람회 소개소개소개소개 

 

뉴욕주 박람회는 뉴욕주 농업시장부에 의해 운영되고 양질의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하면서 뉴욕주 

농업의 최고를 전시합니다. 올해의 테마 “여름 최상품 쇼”와 슬로건 “새 매력, 엣 총아, 시간을 

초월한 재미”는 20여 가지의 새 이벤트와 매력 그리고 여러 박람회꾼 총아의 확장 및 향상을 

강조합니다. 뉴욕주 대박람회의 장소는 375 에이커의 전시 및 오락 단지로서 연중 운영됩니다. 

년중 행사 스케줄 은 본 박람회의 웹사이트에 있습니다. 페이스북에서 Great New York State Fair를 

찾고, Twitter에서 @NYSFair를 팔로우하며, Flickr.com/photos/nysfair에서 축제와 관련된 사진을 

보십시오. 또한 뉴요커들께서는 뉴욕주 대박람회에 대한 자신의 아이디어를  

statefairideas@agriculture.ny.gov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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