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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3년 11월 27일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추수감사절을추수감사절을추수감사절을추수감사절을 위해위해위해위해 가장가장가장가장 좋은좋은좋은좋은 “TASTE NY” 포도주포도주포도주포도주, 맥주맥주맥주맥주, 증류주증류주증류주증류주 및및및및 식품에식품에식품에식품에 대한대한대한대한 언론언론언론언론 

및및및및 업계의업계의업계의업계의 추천추천추천추천 사항을사항을사항을사항을 발표발표발표발표 

 

Andrew M. Cuomo 지사의 “Taste NY” 프로그램은 오늘 뉴욕주 포도주, 맥주, 증류주 및 식품에 대한 

언론 및 업계 대표자들의 추수감사절 추천 사항을 발표하였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위한 뉴욕주 

포도주, 맥주, 증류주에 대한 언론 및 업계의 추천”이라는 제목의 이 가이드는 이 휴가 시즌에 

뉴요커들이 새로운 다양한 “Taste NY” 음료 및 식품을 시험해 보도록 장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에 우리는 뉴요커들과 전세계에서 오신 분들이 이 절기 기념 행사에 뉴욕주의 

맛을 포함하실 것을 장려하고 있습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언론 및 업계 리더들의 

추천으로 만든 이 가이드는 뉴요커들과 외지인들이 추수감사절 잔치를 위해 양질의 맛있는 뉴욕산 

식음료 제품을 더욱 쉽게 찾아 선택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휴가 시즌에 Taste NY 

제품들은 가족과 친구를 위한 훌륭한 선물도 될 것입니다. 가장 좋은 뉴욕주 포도주, 맥주와 

레시피까지 소개하는 이 가이드는 휴일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들로 가득차 있습니다.” 

 

이 가이드를 위해 수 십명의 식음료 기자들과 접촉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추수감사절 만찬을 위해 무슨 뉴욕주 와인 세 가지를 추천하시겠습니까?” Wine Enthusiast의 

부편집자 Joseph Hernandez는 “Brooklyn 소재 Red Hook Winery의 Rebirth from the Sea 2009 Bordeaux 

블렌드가 순한 과일향을 좋아하는 손님들에게 훌륭한 레드와인”이라고 말하는 반면에 Beverage 

Media Group의 부편집자 Cara McIlwaine은 “Channing Daughters Winery의 화이트와인들이 성찬 전 

전채 또는 칵테일 시간을 위해 훌륭한 와인”이라고 추천합니다. 

 

이 가이드는 다음 질문도 합니다: “로컬 산물을 이용한 무슨 요리가 추수감사절 만찬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까요?” Vogue 통신원 Jennifer Conrad의 추천은 다음과 같습니다: “겨울 호박: 어떤 

농민시장에서나 구입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호박 모듬은 식탁에 멋지게 보입니다. 반으로 잘라 

씨를 파내십시오. 올리브유를 조금 뿌리고 마늘 한 통을 각 호박 절반의 중앙에 추가하십시오. 

겉면이 말랑말랑해 질 때까지 익히십시오.” NY Daily News의 레스토랑 비평가 Stan Sagner의 추천은 

다음과 같습니다: “뉴욕주의 유기농 사과와 배 - 사과주스, 버터, 황설탕과 신선한 로즈메리로 

조리하면 스모크햄과 함께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소스가 됩니다.” 

 

이 가이드에는 또한 New York Wine and Grape Foundation의 이사장 Jim Tresize와 뉴욕주양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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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Paul Leone 등 뉴욕주의 농장 기반 음료 업계 리더들의 추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Trezise는 이 

시즌을 위해 전통적 추수감사절 음식의 다양한 부분과 잘 어울릴 포도주를 포함하여 다양한 

뉴욕주 포도주를 추천하는 데 반해 Leone은 Pumpkin Ales, Witbiers, Farmhouse Ales, Porters 및 

IPAs의 특정 종류를 추천합니다. 

 

뉴욕주 농업시장부 부장 대행인 James B. Bays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휴가 시즌이 급속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Cuomo 지사님의 이 가이드 발행은 이보다 더 시기적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언론 및 업계 리더들이 내놓은 추천은 사려 깊어서 이 휴가 시즌에 소비자들에게 우수한 

‘Taste NY’ 식음료 옵션을 제공할 것입니다.” 

 

Cuomo 지사의 “Taste NY” 캠페인은 뉴욕주에서 만들어지고 재배된 다양한 식음료를 뉴요커들뿐만 

아니라 접객업 및 전국의 일반인들이 쉽게 인식 및 입수 가능하게 만듦으로써 뉴욕주의 식음료 

산업을 각인시키고 성장시키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뉴욕주의 기업식 영농업을 알리기 

위한 Cuomo 지사의 노력의 일환인 “Taste NY”은 중요 행사장에 마련된 “Taste NY” 텐트, 교통 

허브에 마련된 “Taste NY” 매장 및 전용 웹사이트 www.taste.ny.gov를 포함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서 마케팅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위한 뉴욕주 포도주, 맥주, 증류주에 대한 언론 및 업계의 추천”을 보려면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http://taste.ny.gov/sites/default/files/documents/TASTENY-Thanksgi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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