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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4년 8월 13일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FINGER LAKES 와인와인와인와인 및및및및 크래프트크래프트크래프트크래프트 비어비어비어비어 투어에투어에투어에투어에 이어이어이어이어 2014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컵컵컵컵 우승자를우승자를우승자를우승자를 

축하하다축하하다축하하다축하하다  

 

Duffy 부지사가부지사가부지사가부지사가 투어를투어를투어를투어를 통해통해통해통해 업스테이트업스테이트업스테이트업스테이트 뉴욕의뉴욕의뉴욕의뉴욕의 음료업계와음료업계와음료업계와음료업계와 관광업계를관광업계를관광업계를관광업계를 널리널리널리널리 알리다알리다알리다알리다 

 

2014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컵이컵이컵이컵이 Finger Lakes’ Chateau Lafayette Reneau 2013 세미세미세미세미 드라이드라이드라이드라이 리슬링리슬링리슬링리슬링 와인에게와인에게와인에게와인에게 

돌아갔습니다돌아갔습니다돌아갔습니다돌아갔습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2014 주지사 컵 Finger Lakes 와인 및 크래프트 음료 투어를 

장식하였습니다. 이 투어는 뉴욕주 음료 산업을 널리 알리고 업스테이트 뉴욕에 자리한 와이너리, 

맥주공장, 양조장 및 사과주 공장에 대한 관광 붐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입니다. Robert J. 

Duffy 부지사가 참석한 이 투어는 Finger Lakes Distilling, Damiani 와인셀러, Chateau Lafayette 

Reneau를 둘어보았으며, 뉴욕주 및 현지 지도자, 와인업계 전문가, 레스토랑 업주 및 관광업계 

관계자에게 뉴욕의 증류주와 와인 생산 방법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뉴욕은 세계 최고의 와인, 맥주, 증류주 및 과일주 일부를 생산하는 곳이자 뉴욕주 전역에서 수 

천개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산업체를 보유한 곳이며, 농업 및 관광 부문의 중요한 

파트너입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뉴욕의 음료업계를 홍보하고 지원해주는 

뉴욕주의 활동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산업은 더 크게 발전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자극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점차 경쟁 열기가 뜨거워져 가는 이 

대회에서 수상하신 다른 수상자들과 함께 오늘 발표된 주지사 컵 우승자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뉴욕주에서 생산된 와인 및 크래프트 음료는 세계 최고의 제품에 속합니다. 이 산업은 Cuomo 

주지사의 지원으로 지난 수 년 동안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성장을 이뤘습니다”라고 Robert J. 

Duffy 부지사가 말했습니다. “뉴욕의 와이너리, 맥주공장, 양조장 및 사과주 공장이 꾸준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생산지가 되면서 음료 생산회사들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자극하며 

관광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상을 받으신 모든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신들께서는 뛰어난 와인과 크래프트 음료를 창조하신 분들로 Finger Lakes 거주 모든 주민들이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으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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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가 끝난 후 진행된 주지사 컵 대화 시상식에서 Duffy 부지사는 2014 주지사 컵을 Finger Lakes의 

Chateau Lafayette Reneau 2013 세미-드라이 리슬링 와인에게 수여하였습니다. 이 컵은 은으로 만든 

대형 성배로, 뉴욕 와인 & 포도 재단(New York Wine & Grape Foundation)이 조직한 연례 뉴욕 와인 & 

푸드 클래식(New York Wine & Food Classic) 와인 대회에 출품된 863가지 제품 중에서 뽑힌 “Best of 

Show” 또는 우수상입니다. 이 밖에도 Long Island의 Macari Vineyards & Winery가 “올해의 포도주 

양조장” 상을 수상했습니다. 

 

뉴욕 와인 & 포도 재단의 Jim Trezise 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와인 & 푸드 클래식은 뉴욕 

와인의 '오스카상(The Oscars)'으로 유명하며, 주지사 컵 와인 투어는 그 명성을 더욱 드높이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우리 업계의 비즈니스 풍토를 바꿔놓은 분으로 이는 하나의 예에 

불과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지사와 부지사와 함께 우승자들에게 축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대회에는 뉴욕주 각지에서 835가지 와인, 20가지 발효 사과술 및 증류주가 출품되었습니다. 

수상 작품은 22인의 전문 심사단의 블라인드 테스팅을 거쳐 캘리포니아산 4개, 뉴욕산 10개, 다른 

주에서 생산된 7개, 프랑스산 1개가 선정되었습니다. 심사위원으로는 유명 와인저서 작가, 

소매업주, 와인 전문 강사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심사위원단은 베스트 카테고리(Best of Category) 

및 주지사 컵 수상 작품 선정을 위해 전체 22명의 심사위원의 평가를 받은 우수 평점 와인과 함께 

우수상을 결정하였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취임 이래로 뉴욕주 전역의 커뮤니티에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 개발의 주요 

동력인 이 음료 산업을 더욱 지원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성공을 

거둔 와인, 맥주, 증류주 & 사과주 서밋의 결과, 뉴욕주는 획기적인 프로젝트를 실행하였고 이 업계 

및 지역 관광을 널리 알리기 위한 새로운 마케팅 캠페인과 음료 제조업체의 영업 비용을 크게 

감소시키는 일련의 규제 개혁을 포함해 음료산업 및 농업을 지원하고 발전시킬 법을 

제정하였습니다. 

 

뉴욕주는 현재 약 600개의 와이너리, 맥주 공장, 증류공장 및 사과주 양조장이 자리한 곳입니다. 

뉴욕주는 와인 및 포도 생산에서 미국 3위, 사과 생산에서 2위를 자랑하고 있으며, 미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증류공장이 있고, 미국 상위 20대 맥주공장 중 세 곳이 자리한 곳이기도 합니다.  

 

뉴욕의 맥주, 와인, 증류주, 사과주 업계는 뉴욕주 경제에서 커다란 영향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제조, 농업, 총판 및 소매 부문에서 이 업계는 2012에 270여억 달러의 종합적인 경제 

효과를 냈고 85,000명 이상을 고용하였습니다. (미국 맥주 도매업 협회; 뉴욕 와인 & 포도 재단) 

뉴욕 와인 & 포도 재단이 의뢰한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2012년에 뉴욕 주에서 뉴욕의 포도, 포도 

주스, 와인이 경제 전체에 끼치는 영향이 48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1년 이후, 농장식 와이너리 개수는 195곳에서 291곳으로 거의 50% 증가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2011년 Cuomo 주지사가 서명한 법에 따라 승인을 받아 지점을 연 농장식 와이너리가 29곳에서 

57곳으로 97% 증가했고, 와이너리의 수도 2011년 52곳에서 현재 76곳으로 총 46% 증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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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또한또한또한 주지사는주지사는주지사는주지사는 뉴욕뉴욕뉴욕뉴욕 와인와인와인와인 & 푸드푸드푸드푸드 클래식클래식클래식클래식 대회에서대회에서대회에서대회에서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은같은같은같은 수상자를수상자를수상자를수상자를 발표했습니다발표했습니다발표했습니다발표했습니다2014:  

 

스페셜티 와인 챔피언(포도 또는 꿀 외에 과일로 제조한 와인) 

King Ferry Winery 2013 Apple Mystique 

 

최우수 한정 생산 와인(100 상자 미만으로 생산된 와인) 

Sheldrake Point Winery 2013 Late Harvest Riesling 

 

최우수 증류주 

Hidden Marsh Distillery Judd’s Wreckin Ball Corn Whiskey 

 

최우수 사과주 

Kaneb Orchards 2014 St. Lawrence Cider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컵을컵을컵을컵을 받은받은받은받은 “베스트베스트베스트베스트 카테고리카테고리카테고리카테고리” 상은상은상은상은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습니다같습니다같습니다같습니다: 

 

최우수 스파클링 와인 

Sparkling Pointe Vineyards & Winery 2005 Brut Seduction, Methode Champenoise 

 

최우수 화이트 와인 

Chateau Lafayette Reneau 2013 Semi-Dry Riesling, Estate Bottled 

 

최우수 로제 와인 

Anthony Road Wine Company 2013 Rosé of Cabernet Franc 

 

최우수 레드 와인  

Macari Vineyards & Winery 2010 Cabernet Franc 

 

최우수 디저트 와인 

Idol Ridge Winery 2014 Vidal Blanc Ice Wine 

 

최소최소최소최소 7개개개개 와인와인와인와인 클래스에클래스에클래스에클래스에 속한속한속한속한 Double Gold 또는또는또는또는 Gold 메달메달메달메달 와인에게와인에게와인에게와인에게 수여하는수여하는수여하는수여하는 “최우수최우수최우수최우수 클래스클래스클래스클래스(Best of 

Class)” 상은상은상은상은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습니다같습니다같습니다같습니다: 

 

최우수 오크 발효 샤르도네  

Coffee Pot Cellars 2013 Chardonnay 

 

최우수 비-오크 발효 샤르도네 

Martha Clara Vineyards 2012 Chardonnay 

 

최우수 종합 샤르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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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tha Clara Vineyards 2012 Chardonnay 

 

최우수 게뷔르츠트라미너 

Lamoreaux Landing Wine Cellars 2013 Gewürztraminer, Estate Bottled 

 

최우수 드라이 리슬링 

Wagner Vineyards 2012 Riesling Dry, Caywood East Vineyards Estate Grown 

 

최우수 미디엄 드라이 리슬링  

Chateau Lafayette Reneau 2013 Semi-Dry Riesling, Estate Bottled 

 

최우수 미디엄 스위트 리슬링 

Barnstormer Winery 2013 Semi-Dry Riesling  

 

최우수 스위트 리슬링 

Wagner Vineyards 2012 Riesling Select, Estate Grown & Bottled 

 

최우수 종합 리슬링 

Chateau Lafayette Reneau 2013 Semi-Dry Riesling, Estate Bottled 

 

최우수 사비뇽 블랑 

Hosmer Winery 2013 Sauvignon Blanc 

 

최우수 피노 그리지오 

Swedish Hill Winery 2013 Pinot Grigio 

 

최우수 그뤼너 벨틀리너 

Three Brothers Wineries & Estates 2013 Grüner Veltliner, Estate Reserve 

 

최우수 비니페라 화이트  

Seneca Hayes Wine Cellars 2012 Riesling-Gewürztraminer 

 

최우수 기타 화이트 비니페라 품종 

Millbrook Vineyards & Winery 2013 Tocai Friulano, Proprietor’s Special Reserve 

 

최우수 카유가  

Lucas Vineyards 2013 Cayuga White 

 

최우수 트라미네트 

Thirsty Owl Wine Company 2013 Traminet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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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수 비달 

Swedish Hill Winery 2013 Vidal Blanc 

 

최우수 비뇰레스(Vignoles) 

Anthony Road Wine Company 2013 Vignoles 

 

최우수 한랭 기후 화이트 품종 

Tug Hill Vineyards 2013 LaCrescent, Estate Grown 

 

최우수 하이브리드 화이트 

Lucas Vineyards 2013 Harbor Moon 

 

최우수 나이아가라 

Lucas Vineyards Miss Behavin 

 

최우수 비니페라 로제 

Anthony Road Wine Company 2013 Rosé of Cabernet Franc 

 

최우수 카토바 

Woodbury Vineyards Foxy Blush Renard 

 

최우수 네이티브 블러쉬(Native Blush) 

21 Brix Winery Thirsty Elephant 

 

최우수 카베르네 소비뇽  

Brotherhood, America’s Oldest Winery 2011 Cabernet Sauvignon 

 

최웃 메를로  

Osprey’s Dominion Vineyard 2010 Reserve Merlot 

 

최우수 피노 누와 

Ventosa Vineyards 2010 Pinot Noir 

 

최우수 카베르네 프랑  

Macari Vineyards & Winery 2010 Cabernet Franc 

 

최우수 렘베르거(Lemberger)  

Inspire Moore Winery & Vineyard 2012 Change 

 

최우수 시라 

Billsboro Winery 2012 Syr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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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수 기타 레드 비니페라 품종 

Fulkerson Winery 2013 William Vigne Dry Zwiegelt 

 

최우수 비니페라 레드  

Harbes Vineyard 2012 Red Blend 

 

최우수 비니페라/하이브리드 레드 

Buttonwood Grove Winery Redbud 

 

최우수 기타 레드 프렌치-아메리칸 품종 

Johnson Estate Winery 2012 Chambourcin, Estate Grown 

 

최우수 한랭 기후 레드 품종 

Thousand Islands Winery 2012 Frontenac 

 

최우수 하이브리드 레드 

Lakewood Vineyards 2013 Long Stem Red 

 

최우수 콩코드 

21 Brix Winery Ella’s Red 

 

최우수 과일  

King Ferry Winery 2013 Apple Mystique 

 

최우수 사과주 

Kaneb Orchards 2014 St. Lawrence Cider 

 

최우수 증류주 

Hidden Marsh Distillery Judd's Wreckin Ball Corn Whiskey 

 

최우수 아이스 와인  

Idol Ridge Winery 2014 Vidal Blanc Ice Wine 

 

최우수 비니페라 스파클링 화이트 

Sparkling Pointe Vineyards & Winery 2005 Brut Seduction, Methode Champenoise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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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WORK FOR THE PEOPLE 
PERFORMANCE * INTEGRITY * PRID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