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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2021년 뉴욕 와인 클래식 최우수 수상자 발표 

  

핀더 빈야드(Pindar Vineyards)에 주지사의 컵(Governor's Cup) 수여 

  

포마녹 빈야드(Wagner Vineyards)가 올해의 와이너리로 선정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산 와인 중 최고의 제품을 선보이는, 전국적으로 

인정받은 대회인 제35회 뉴욕 와인 클래식(35th New York Wine Classic)의 수상 

기업들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저녁 뉴욕 와인 앤 그레이프 재단이 주최하는 특별 라이브 

가상 이벤트의 발표자는 Kathy Hochul 부지사였습니다. 올해에는 와인 클래식에서 가장 

존경받는 상인 주지사 컵이 롱 아일랜드 지역의 Gewurztraminer의 2019년 댄 박사의 

시그니처 컬렉션(Dr. Dan's Signature Collection)으로 핀더 빈야드에 수여되었습니다. 

또한 롱아일랜드의 포마녹 빈야드가 '올해의 와이너리(Winery of the Year)' 상을 

받았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핀더 빈야드와 포마녹 빈야드가 대회에서 우승한 

것을 축하하며, 뉴욕주가 최고의 와인 여행지라는 점을 보여준 것에 대해서도 

축하합니다. 우리의 전략적 투자 덕분에 뉴욕의 와인 산업은 지난 몇 년 동안 전례 없는 

성장을 보였으며, 우리 주를 다시 개방하면서 와인 애호가들은 주 전역에서 뉴욕의 

독특한 경험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판데믹으로 인해 와인 산업이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뉴욕의 와이너리와 포도원은 적응하고 혁신하며 계속해서 국내 최고의 

와인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롱아일랜드에서 이리 호수까지 뉴욕에는 이제 1,200개 

이상의 와이너리, 양조장, 증류장, 사이더리가 있으며, 마침내 이들은 탁월한 제품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핀더 빈야드와 포마녹 빈야드의 수상 소식에 축하를 보냅니다."  

  

은으로 만든 대형 잔인 주지사의 컵(Governor's Cup)은 뉴욕 와인 클래식의 모든 참가자 

중 "베스트 오브 쇼(Best of Show)" 또는 최우수상을 의미합니다. "올해의 

와이너리(Winery of the Year)" 상은 참가자 수준 및 수상 개수를 기준으로 전반적으로 

최고의 성과를 보여준 와이너리에 수여합니다.  

  

페코닉(Peconic)에 본사를 둔 핀더 빈야드는 주지사의 컵 수상 외에도 최고의 화이트 

와인에 대한 경쟁에서 유일하게 플래티넘 메달을 받았습니다. 핀더 빈댜드는 1980년대 

초 롱아일랜드에서 와인 제조 산업을 만드는 데 기여한 선구자인 Herodotus "Dan" 



 

 

Damianos 박사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오늘날에도 가족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7만 

상자가 넘는 와인을 생산하는 핀더는 롱아일랜드에서 가장 큰 포도원입니다.  

  

아케보그(Aquebogue)에 위치한 포마녹 빈야드들도 뉴욕 와인 클래식 대회의 최고의 

비니페라 레드 블렌드(Best Vinifera Red Blend)에서 최고의 전통방식 제조 스파클링 

와인(Best Traditional Method Sparkling Wine)과 최고의 소비뇽 블랑(Best Sauvignon 

Blanc)으로 금메달을 수상했습니다. 포마녹의 127에이커에 달하는 부동산은 Ursula와 

Charles Massoud, 그리고 그들의 세 아들이 소유하고 관리합니다. 포마녹에는 

샤도네이, 리슬링, 소비뇽 블랑, 슈닌 블랑, 메를로, 카베르네 소비뇽, 카베르네 프랑, 

쁘띠 베르도로 구성된 프리미엄 비니페라 포도 덩굴이 심어져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에이커 당 1100~1400포도 넝쿨의 밀도 높은 포도원은 더 농축된 과일을 생산하기 

때문에 품질이 더 좋습니다.  

  

뉴욕 와인 앤 그레이프 파운데이션(New York Wine & Grape Foundation, NYWGF)의 

Samuel Filler 사무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모든 수상자에게 축하의 말씀을 

전하고, 주지사의 컵 트로피와 올해의 와이너리 상을 받은 두 개의 역사적이고 중요한 

와이너리를 인정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특히 롱아일랜드의 노스 포크(North Fork)가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와인 클래식 대회의 결과는 뉴욕이 주 전역 모든 지역을 탐험할 

가치가 있는 놀라운 와인을 생산한다는 사실에 주목하게 합니다. 따뜻한 날씨와 안전한 

여행을 할 수 있는 시기가 곧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뉴욕 와인 클래식의 

우승자들을 방문하는 모험을 떠나는 것은 구석구석 뉴욕 와인을 경험할 수 있는 완벽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핀더 빈야드 소유자이자 총관리자인 Pindar Damiano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핀더 

빈야드는 저희 2019년산 게뷔르츠트라미너(Gewürztraminer)로 2021년 주지사의 컵을 

수상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롱아일랜드에서 와인 제조에 대한 저희의 

노력을 보여주는 진정한 증거였습니다. 창립 40주년을 기념하여 창립자인 Damianos 

박사를 기리기 위해 Dan 박사의 라벨과 함께 이 와인을 출시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훌륭한 상을 수여해 주신 뉴욕 와인 앤 그레이프 재단, 뉴욕 와인 클래식, 

그리고 음료 테스팅 기관(Beverage Testing Institute)에 감사드립니다."  

  

포마녹 빈야드의 와인메이커 Kareem Massoud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와인 

클래식에서 2021 올해의 와이너리 상을 받게 되어 감격스럽고 영광스럽습니다. 이 

행사를 만들어 주신 뉴욕 와인 앤 그레이프 재단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포마녹 

빈야드에서 열심히 일하는 저희 팀 전체에게, 훌륭하고 맛있는 와인 생산에 헌신해준 데 

대해 감사를 표합니다. 저희 모든 동료들의 수상을 축하합니다."  

  

"각 부문 최우수(Best in Category)"수상자도 오늘 발표되었습니다. 수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지사의 컵과 최고의 화이트 와인  

핀더 빈야드  



 

 

Dan 박사의 시그니처 컬렉션  

2019 게뷔르츠트라미너  

  

최고의 스파클링 와인  

포마녹 빈야드 

블랑 드 블랑스 2016  

  

베스트 핑크 와인  

Ryan William 빈야드  

피노 누아 로즈 2019  

  

베스트 레드 와인  

포마녹 빈야드 

아상블라주 2015  

  

최고의 디저트 와인  

Boundary Breaks  

리슬링 아이스 와인  

  

뉴욕 와인 클래식의 "베스트 오브 클래스(Best of Class)" 수상자는 2021년 2월 24일 

발표되었습니다. 결과는 여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뉴욕 와인 클래식에 대한 심사는 2020년 11월 1일부터 2021년 2월 15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주 전역에서 96개 와이너리에서 607개의 출품작이 포함되었습니다. 총 

1개의 플래티넘 메달, 138개의 골드 메달, 355개의 실버 메달, 104개의 브론즈 메달이 

수여되었습니다. 뉴욕 와인 앤 그레이프 재단은 뉴욕주 전역에서 제출된 와인을 

심사하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음료 테스트 기관(BTI)과 제휴했습니다.  

  

뉴욕주 농업시장부(New York State Agriculture and Markets)의 Richard A. Ball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지사의 컵과 올해의 와이너리 수상자뿐만 아니라 

뉴욕 와인 클래식의 모든 수상자와 참가자에게 축하를 전합니다. 뉴욕 와인 앤 그레이프 

재단 덕분에 뉴욕 와인 클래식의 오랜 전통을 이어갈 수 있게 된 것을 행운으로 

생각합니다. 이 존경하는 연례 대회는 이러한 뛰어난 품종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재료를 

생산하는 세계 수준의 와이너리와 우리 농업 지역사회의 최고의 결과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욕주 주류관리청(New York State Liquor Authority)의 Vincent Bradley 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의 수상자들과 뉴욕 와인의 뛰어난 품질을 보여주신 

와이너리들에 축하를 전합니다. 올해 업계가 겪은 어려움에 이어, 뉴욕 와인 클래식은 

세계적인 와인을 생산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며 관광을 견인하며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와이너리, 와인 메이커 및 포도 재배자들을 축하할 반가운 기회입니다."  

https://agriculture.ny.gov/news/new-york-state-agriculture-commissioner-congratulates-winners-2021-new-york-wine-classic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6d5c6f0b-32c7564a-6d5e963e-000babda0106-dd0989a3de66d7b5&q=1&e=f220d695-638d-43c1-86e1-ae495e4b3c0b&u=https%3A%2F%2Fbevtest.com%2F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의 집행위원 겸 사장 겸 

최고경영자 지명자 Eric Gertl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의 세계적 수준의 

포도밭과 와이너리는 계속해서 성장하여 국내외의 호평을 받는 와인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매년 열리는 뉴욕 와인 클래식은 이 중요한 산업을 지원하는 사람, 기업 및 

커뮤니티를 인정하면서 최고 중 최고의 제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장인정신을 

보여주는 그들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Cuomo 주지사는 취임 이후 뉴욕의 수제 음료 산업을 키우고 새로운 법률, 규제 개혁, 

혁신적인 프로그램, 홍보 캠페인 등을 통해 전례가 없는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주도해왔습니다. 현재 뉴욕주 전역에는 생산 허가를 받은 471곳의 와이너리가 

있으며, 이 중 374곳은 농장 와이너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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