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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3년 10월 16일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콜로라도주에서콜로라도주에서콜로라도주에서콜로라도주에서 개최된개최된개최된개최된 미국미국미국미국 맥주맥주맥주맥주 대축제에서대축제에서대축제에서대축제에서 수상한수상한수상한수상한 뉴욕주의뉴욕주의뉴욕주의뉴욕주의 7개개개개 양조장을양조장을양조장을양조장을 축하축하축하축하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맥주들이맥주들이맥주들이맥주들이 미국미국미국미국 고급고급고급고급 맥주맥주맥주맥주 대회에서대회에서대회에서대회에서 금금금금, 은은은은, 동동동동 메달을메달을메달을메달을 획득획득획득획득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10월 10일에서 12일 사이에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개최된 미국 맥주 

대축제에서 메달을 딴 뉴욕주의 7개 양조장을 축하하였습니다. 이 축제는 전국에서 가장 우위의 

맥주 품평 행사를 개최하여 전국에서 수 백개의 양조업체와 전세계에서 수 천 명의 관광객을 

끌어모읍니다.  

 

“뉴욕주는 급속하게 미국의 수제맥주 수도가 되고 있습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금년에 이 유명한 미국 맥주 대축제에서는 전세계에서 온 양조업체들과의 경쟁에서 뉴욕주의 

홈에서 성장한 크래프트 맥주업체들이 크게 이겨 금, 은, 동 메달을 땄습니다. 본인은 모든 

뉴요커들을 대표하여 이 양조업체들의 큰 승리에 축하를 드립니다.” 

 

금년 뉴욕주 출신의 금, 은, 동 메달 수상 업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실험적 맥주 부문의 금메달 - Captain Lawrence Brewing Co. (Elmsford) – 2013 Hops n’ Roses 

Beer  

• 국제 스타일 페일 에일 부문의 은메달 – Peekskill Brewery (Peekskill) – 2013 Amazeballs Beer  

• 벨기에 스타일 애비 에일 부문의 동메달 – Brewery Ommegang (Cooperstown) – 2013 

Ommegang Three Philosophers Beer  

• 필드 맥주 또는 호박 맥주 부문의 동메달 – Great South Bay Brewery (Bay Shore) – 2013 

Splashing Pumpkin Beer  

• 프랑스 및 벨기에 스타일 세종 부문의 동메달 – Crossroads Brewing Company (Athens) – 

2013 Maggie’s Farmhouse Ale  

• 호밀 맥주 부문의 동메달 – Blue Point Brewing Company (Patchogue) – 2013 RastafaRye B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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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독일 스타일 헤페바이젠 부문의 동메달 – Brooklyn Brewery (Brooklyn) – 2013 Brooklyner 

Weisse Beer 

 

 

금년의 미국 맥주 대축제에 참가한 총 21개의 뉴욕주 양조장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Blue Point 

Brewing Co. (Patchogue), Brewery Ommegang (Cooperstown), Brooklyn Brewery (Brooklyn), Captain 

Lawrence Brewing Company (Elmsford), CH Evans Brewing (Albany), Chelsea Brewing Company (NYC), 

Crossroads Brewing Company (Athens), Empire Brewing Company (Syracuse), Genesee Brew House 

(Rochester), Great South Bay Brewery (Bay Shore), Ithaca Beer Co. (Ithaca), Keegan Ales (Kingston), 

Magic Hat Brewing Co. (Buffalo), Peekskill Brewery (Peekskill), Port Jeff Brewing Company (Port 

Jefferson), Portland Brewing (Buffalo), Pyramid Breweries (Buffalo), Roc Brewing Co. (Rochester), 

Saranac Brewery (Utica), Schmaltz Brewing Co. (Clifton Park) 및 Sixpoint Brewery (Brooklyn). 

 

뉴욕주양조협회 회장 Paul Leone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미국 맥주 대축제는 미국에서 가장 

좋은 크래프트 맥주를 기념하는 세계적 수준의 축제입니다. 올해에는 뉴욕주의 크고 작은 맥주 

회사들이 7개의 메달을 고향으로 가져와서 이 주에서 양조되고 있는 맥주의 질을 더욱 

과시하였습니다.” 

 

이러한 회사들 중 다수가 양조한 크래프트 맥주들이 주 전역의 다양한 Taste NY 행사에서 

소개되었는데, 그 중에는 Brooklyn Brewery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최근에 Brooklyn에 있는 

본부에서 20여 뉴욕주 양조업체들이 참가한 Taste NY Oktoberfest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Taste 

NY는 뉴욕주의 식품 및 음료 산업을 홍보하여 궁극적으로 주의 다양한 제품을 뉴욕주 주민, 

관광객과 세계에 손쉽게 제공하고 인식시키기 위해 Cuomo 지사가 출범시켰습니다.  

 

Taste NY은 또한 주지사의 6,000만 달러 관광 캠페인의 주요 요소이기도 합니다. 이 캠페인은 지난 

수 십년간 있었던 캠페인 중의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식품 및 와인 행사에서의 

Taste NY 텐트 및 가설 건물과 Thruway 휴게소에 자리한 Taste NY 상점 및 키오스크 그리고 조만간 

공항 및 기타 Grand Central Station 같은 교통 허브에서의 홍보를 통해서 뉴욕산 식음료를 널리 

알립니다. 2013년에 Taste NY은 이미 Rochester에서 열린 PGA 토너먼트와 Syracuse에서 열린 뉴욕주 

대박람회에서 대대적인 모습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뉴욕주 크래프트 맥주에 대한 상세 정보가 있는 웹사이트: www.taste.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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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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