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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는주지사는주지사는주지사는 BOSTON와인와인와인와인 엑스포엑스포엑스포엑스포 2015에에에에 참여하는참여하는참여하는참여하는 25개의개의개의개의 뉴욕뉴욕뉴욕뉴욕 주주주주 와이너리와이너리와이너리와이너리 발표발표발표발표  

 

Taste NY에서는에서는에서는에서는 뉴욕을뉴욕을뉴욕을뉴욕을 와인와인와인와인 애호가애호가애호가애호가 잡지에서잡지에서잡지에서잡지에서 “올해의올해의올해의올해의 와인와인와인와인 지역지역지역지역”으로으로으로으로 강조강조강조강조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사상 처음으로 25개의 뉴욕 주 와이너리가 보스턴 와인 박람회에 

참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월 14일부터 15까지 진행되는 박람회는 동북부에서 가장 큰 와인 관련 

이벤트 중 하나이자 국내 최고의 와인 무역과 소비의 행사입니다. 주지사의 Taste NY 이니셔티브의 

직원은 또한 뉴욕 주 농업을 돕기 위해 위치할 것이며 방문자들을 도와서 어떻게 뉴욕이 와인 

애호가 잡지에서 2014년 10월 “올해의 와인 지역”으로 선정되었는지 설명할 것입니다. 

 

“이번 주말, 보스턴 와인 박람회의 방문자들은 바로 여기 뉴욕에서 생산되고 성장한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와인을 몇 가지 소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Cuomo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Taste NY 

프로그램은 뉴욕의 일류 생산자의 인지도를 높이고, 이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주의 

최고의 와인을 새로운 고객들에게 소개합니다.”  

 

Taste NY 팀은 뉴욕에서 생성 된 높은 품질의 와인에 Massachusetts 주민과 다른 방문자에게 

소개하는 Taste NY 섹션에 와인 농장과 합류합니다. 와이너리들은 또한 새로운 Massachusetts 주 

법률을 활용하여 주 바깥의 와이너리들이 Massachusetts로 바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법은 뉴욕의 와인 농장은 이웃 주의 주민들에게 자신의 시장을 확대 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제공합니다.  

 

많은 와인 박람회와 쇼는 유통 업체로만 제한됩니다. 이 행사는 소비자 특징, 방문자들이 전 세계의 

와인을 맛볼 수 있고 참여하는 와이너리에 혜택을 줄 수 있는 조합이 있기 때문에 특별합니다. Jim 

Trezise, 뉴욕 와인과 포도 재단의 회장은 또한 “새로운 세계 클래스 와인의 세계:뉴욕”이라는 

제목으로 45 와인 엑스포 참가자들에게 세미나를 제공할: 것입니다. Trezise는 주요 와인 대회에서 

금메달을 수상한 모든 뉴욕 주 와인의 범위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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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농업 국장 Richard A. Ball은 “뉴욕의 와인 산업은 품질에 대한 모멘텀과 또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Taste NY이 이번 주말에 Boston에서 열리는 거대한 와인 엑스포에 참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공예 음료 부문은 뉴욕에서 성장하는 농업 성공 사례가 되고 

있으며 이 행사와 함께 우리 와이너리가 새로운 고객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Jim Trezise, 뉴욕 와인과 포도 재단의 회장은 “Boston 와인 엑스포는 최고의 무역 및 고객 행사 중 

하나이며, 뉴욕 와이너리들에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Cuomo 주지사와 Taste NY 프로그램에 매우 감사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Boston 와인 엑스포는 MA, Boston의 Seaport Hotel과 World Trade Center에서 개최됩니다. 행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행사에 참여하는 뉴욕의 와이너리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Winery Location 

Anthony Road Wine Company Penn Yan 

Boundary Breaks Vineyard Lodi 

Brooklyn Oenology Brooklyn 

Brotherhood, Americas Oldest Winery Washingtonville 

Casa Larga Vineyards Fairport 

Damiani Wine Cellars Burdett 

Dr. Konstantin Frank’s Vinifera Wine Cellars Hammondsport 

Fox Run Vineyards Penn Yan 

Hazlitt 1852 Vineyards Hector 

Jason’s Vineyard Jamesport 

Keuka Lake Vineyards Hammondsport 

King Ferry Winery, Inc. (Treleaven) King Fe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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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kewood Vineyards, Inc. Watkins Glen 

Lieb Cellars Cutchogue 

Macari Vineyards & Winery Mattituck 

Pazdar Winery Scotchtown 

Pleasant Valley Wine Company Hammondsport 

Red Newt Cellars  Hector 

Standing Stone Vineyards Hector 

The City Winery NYC 

Thirsty Owl Wine Company Ovid 

Thousand Islands Winery Alexandria Bay 

Victorianbourg Wine Estate Wilson 

Wagner Vineyards Lo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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