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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북동북동북동북동 지역지역지역지역 최대의최대의최대의최대의 와인와인와인와인 엑스포에엑스포에엑스포에엑스포에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와이너리의와이너리의와이너리의와이너리의 참가참가참가참가 발표발표발표발표  
 

주주주주 전역의전역의전역의전역의 근근근근 20개개개개 와이너리가와이너리가와이너리가와이너리가 2016년년년년 2월월월월 13일과일과일과일과 14일의일의일의일의 보스톤보스톤보스톤보스톤 와인와인와인와인 엑스포에엑스포에엑스포에엑스포에 참가참가참가참가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뉴욕주의 근 20개 와이너리가 제25회 연례 보스톤 와인 

엑스포에서 Taste NY 퍼빌리언 아래 제품을 소개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보스톤 

와인 엑스포는 북동 지역 최대의 와인 식품 행사로서 약 8,000명의 유통업자 및 

소비자들을 끌어모읍니다. 뉴욕주 서부 지역으로부터 Long Island까지의 뉴욕주 

와이너리들은 이 2일짜리 행사 기간 동안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와 연결하여 새 

소비자들에게 도달할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뉴욕주는 전세계 최고의 와인들 중 일부의 본고장인데 이번 주말에 우리는 수 천명의 

잠재적 신규 고객에게 그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라고 Cuomo 지사는지사는지사는지사는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Taste NY 이니셔티브를 통해 뉴욕주 와이너리는 당연한 전국적 및 국제적 찬사를 

얻었는데, 우리는 이번 주말에 그 성공을 계속 구축하여 흥분됩니다.”  
 

이 행사는 뉴욕주가 보스톤 와인 엑스포에 2년째 참가하는 행사입니다. 뉴욕주 서부 

지역, Finger Lakes 및 주도 지역의 8개 와이너리는 처음으로 참가할 것입니다. 보스톤 

와인 엑스포는 전국 유수의 와인 견본 및 소비자 전시회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이제 

25주년인 이 행사에서는 세미나, 시음 및 인맥 구축 행사가 개최되며, 유통업자 및 

소비자들에게 계속 개방됩니다.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와인을 구입하고 기억하는 것을 돕기 위해 이 엑스포는 Drync 앱과 

제휴하였습니다. 소비자들은 앞 라벨의 사진을 찍어 몇 초만에 와인 세부사항을 얻고 

선호하는 소매상의 매장에서 픽업하거나 배달을 시키기 위해 앱을 통해 뉴욕주 와인을 

주문할 수 있습니다. 엑스포 참석자들은 또한 앱을 사용하여 라벨을 스캐닝함으로써 

품평회에서 선호하는 와인에 투표할 것이며, Drync와 엑스포가 "톱 트렌딩” 와인으로 

방송할 것입니다. 
 

뉴욕주 와인포도재단 총재 Jim Trezise는 “Class by the Glass: The Taste of New York 

Gold”라는 제목의 세미나를 개최할 것입니다. 그는 광범위한 뉴욕주 와인을 소개할 

것입니다. 그 모두는 주요 와인 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것입니다.  
 

주주주주 농업부농업부농업부농업부 장관장관장관장관 Richard A. Ball은은은은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지난 몇 년에 걸쳐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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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와인 산업이 성장하여 전세계적 인정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Cuomo 지사의 

Taste NY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는 더 많은 수제 음료 회사들을 폭넓은 소비자층에 

소개하여 이 중요한 산업의 종사자들을 위한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와인포도재단와인포도재단와인포도재단와인포도재단 총재총재총재총재 Jim Trezise는는는는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우리는 뉴욕주 

와이너리들이 이 매우 중요한 와인 쇼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Taste NY 프로그램과 

Cuomo 지사의 지원에 크게 감사합니다. 매사추세츠주는 뉴욕주 와인을 위한 유망 

시장인데, 특히 이제 소비자들이 와인을 뉴욕주 와이너리로부터 직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보스톤 와인 엑스포는 업계 및 소비자들 모두에게 판매를 자극하기 위한 절호의 

행사입니다. 저는 본인의 뉴욕주 금메달 와인 시음 세미나가 우리가 현재 생산하는 

와인들의 훌륭한 품질에 대한 많은 눈과 미각을 열기를 소망합니다.” 
 

행사에 참여하는 뉴욕주 와이너리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Arrowhead Springs Vineyards (Lockport) 

• Black Willow Winery (Burt) 

• Brotherhood, Americas Oldest Winery, Ltd. (Washingtonville) 

• Bully Hill Vineyards (Hammondsport) 

• Capoccia Vineryards & Winery (Niskayuna) 

• Casa Larga Vineyards, Inc. (Fairport) 

• Damiani Wine Cellars (Burdett) 

• Dr. Konstantin Frank's Vinifera Wine Cellars (Hammondsport) 

• Fox Run Vineyards (Penn Yan) 

• Fulkerson Winery (Dundee) 

• Hazlitt 1852 Vineyards (Hector) 

• Hunt Country Vineyards (Branchport) 

• Inspire Moore Winery (Naples) 

• Keuka Lake Vineyards (Hammondsport) 

• Pazdar Winery (Scotchtown) 

• Pleasant Valley Wine Company (Hammondsport) 

• Ravines Wine Cellars (Geneva) 

• Standing Stone Vineyards (Hector) 

• Thirsty Owl Wine Company (Ovid) 

• Warwick Valley Winery (Warwick) 
 

뉴욕주 와인 산업은 2011년 이래 면허에서 67% 증가를 시현하였으며 년 480만 달러의 

경제적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2억병 이상의 와인이 생산되었으며, 

2014년에 Wine Enthusiast 잡지에 의해 “올해의 와인 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보스톤 와인 엑스포는 2016년 2월 13일~14일에 매사추세츠주 보스톤의 Seaport Hotel과 

World Trade Center에서 개최될 것입니다. 행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Taste NY 소개소개소개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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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te NY은 Cuomo 주지사가 뉴욕의 식음료 산업을 홍보하기 위해 2013년에 출범시킨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감독은 농업 진흥청이 담당하며 현지 생산업체들이 Great New 

York State Fair와 같은 대규모 공공행사에서 자사 상품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뉴욕주 고속도로를 따라 위치한 고속도로 휴게소와 운송 

허브에 매장을 입점시킴으로써 여행객들이 뉴욕주에서 재배한 상품과 가정식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약 1,100개의 로컬 기업들이 이러한 기회에 참여하여 

그들의 제품과 주의 성장하는 식음료 시장을 전세계 소비자들에게 더욱 연결하였습니다. 

Taste NY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www.taste.ny.gov를 방문하십시오.  
 

 Facebook, Twitter, Instagram 및 Pinterest에서 Taste NY와 연결하세요.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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