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년 6월 19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뉴욕주 박람회(NEW YORK STATE FAIR)에서 전문적으로 심사되는 

수제 맥주산업 대회(CRAFT BEER INDUSTRY COMPETITION)의 개최 발표 

 

20 가지 부문에서 최고의 맥주를 찾게 되는 새로운 주립 박람회 경연(State Fair 

Competition) 

 

첫 번째 주지사의 엑셀시어 컵(Governor's Excelsior Cup)을 수상하게 될 

최우수상(Best-In-Show)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그레이트 뉴욕주 박람회(Great New York State 

Fair)가 뉴욕주에서 성장하고 있는 수제 음료 산업을 홍보하기 위해 전문적인 

심사위원들을 모시고 맥주 대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주 수제 맥주 

대회(New York State Craft Beer Competition)는 20 개 부문에서 최고의 맥주에 메달을 

수여하며, 모든 부문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맥주에게는 주지사의 엑셀시어 

컵(Governor's Excelsior Cup)이 수여될 예정입니다. 뉴욕주 맥주양조기업 협회(New 

York State Brewers Association) 후원으로, 뉴욕주 전 지역 출신의 최고 전문가 및 

아마추어 심사위원단이 2017년 7월 29일 공식 비공개 심사 회의에서 출품된 샘플 맥주를 

시음할 예정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규제를 철폐하여 성장에 방해가 되는 장벽을 

제거한 후, 뉴욕의 수제 음료 산업은 이 주의 모든 지역에서 번창하고 있습니다. Taste 

NY 수제 맥주 챌린지 (Taste NY Craft Beer Challenge)의 성공을 기반으로, 이 대회는 

전문적으로 훈련된 심사 위원들과 호흡을 맞추어 뉴욕 맥주 양조업체들에게 경기장을 

개방하여 엠파이어 스테이트 바로 이곳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음료를 더욱 홍보할 

것입니다.” 

 

뉴욕주 수제 맥주 대회(New York State Craft Beer Competition)는 뉴욕주 소재 모든 

수제 맥주 양조업체들에게 문호가 개방되어 있습니다. IPAs와 라거(Lagers)와 같은 

맥주의 주요 스타일과 더불어 신맛이 나는 맥주 또는 과일 맥주, 향신료 맥주 등과 같은 

틈새 시장 또는 신흥 스타일을 포함하는 20 개의 부문 각각에서 무려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3 개가 수여될 것입니다. 맥주 양조업체는 한 종류 이상 여러 종류의 맥주를 

출품할 수 있으며 한 항목당 45 달러를 내야 합니다. 전체 규칙, 부문 지침, 출품 지침 

등은 www.nyscraftbeer.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지사의 엑셀시어 컵(Governor's Excelsior Cup) 수상 맥주와 기타 수상 맥주들은 

2017년 8월 23일부터 9월 4일까지 개최되는 박람회의 원예 빌딩(Horticulture Building)에 

전시될 예정입니다. 또한, 박람회 측은 모든 맥주 양조업체들이 수상 맥주 진열대 근처의 

맥주 샘플 부스에서 샘플 맥주를 시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맥주 양조업체들은 

브루어스 매일 박람회의 매일 Taste NY 와인 및 맥주 세미나(Taste NY Wine and Beer 

Seminars)들 중 하나를 주최할 수 있습니다. 이 세미나들은 매일 세 번씩 열리며 음료 

업계의 기업 소유주와 전문가들은 제품 샘플을 제공하고 대중에게 자신들의 음료에 

대해서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대회는 소셜 미디어를 통한 공개 투표로 5 업체의 결선 진출 맥주를 결정한 후 전문가 

및 유명인 심사 위원단이 수상 맥주를 선정했던 성공적인 Taste NY 수제 맥주 

챌린지(Taste NY Craft Beer Challenge)의 방식을 따르면서 보완도 합니다. 뉴욕주 수제 

맥주 대회(New York State Craft Beer Competition)는 주요 와인, 맥주, 증류주 경연 

대회의 방식으로 교육 또는 인증을 받은 심사 위원들이 전문적으로 심사할 예정입니다. 

 

Cuomo 주지사의 인솔하에 주 정부는 계속하여 수제 양조산업을 밀고 나갑니다. 법안의 

중요 사항을 통과시키고 적극적인 홍보 캠페인을 벌이며 많은 규제에 대한 개혁을 

실행함으로써 이 분야의 경제는 일자리 만들기와 뉴욕주 전 지역의 지역사회 경제 

개발에서 중요한 견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뉴욕주 전 지역에는 340 개가 넘는 

마이크로 맥주양조업체, 농장 양조업체, 레스토랑 양조업체 등이 있으며 이 업계는 약 

600 퍼센트 성장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맥주양조기업 협회(New York State Brewers Association)의 Paul Leone 사무 

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맥주양조기업 협회(New York State Brewers 

Association)는 공식 수제맥주 대회에서 Taste NY 및 그레이트 뉴욕주 박람회(Great New 

York State Fair)와 협력하게 되어 대단히 자랑스럽습니다. 형편에 맞는 입법을 통해 

성장하고 있는 수제 맥주 산업을 지원하려는 Cuomo 주지사님의 노력 덕분에, 340 개 

이상의 맥주 양조장이 각각의 범주에서 최고의 뉴욕주 맥주에 선정되기 위해 금메달, 

은메달 또는 동메달을 쟁취할 수 있도록 20 개 부문에서 경쟁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했습니다. 종합 부문의 최우수상(Best of Show)은 주지사의 엑셀시어 컵(Governor's 

Excelsior Cup)을 받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대중이 올해의 주립 박람회(State 

Fair)에서 우승 맥주를 많이 맛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Troy Waffner 박람회 디렉터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박람회는 Cuomo 

주지사님의 지도력 아래 뉴욕의 훌륭한 음료에 대한 홍보를 매년 늘리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박람회(Fair)는 주정부의 공식 경연에 적합한 장소이며 맥주양조기업 

http://www.nyscraftbeer.com/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brewery-ommegang-and-roscoe-ny-beer-co-win-taste-ny-inaugural-craft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brewery-ommegang-and-roscoe-ny-beer-co-win-taste-ny-inaugural-craft


협회(Brewers Association)는 완벽한 파트너입니다. 그들은 이 산업의 성장을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습니다. 저는 이 경연에 흥분하면서 이 훌륭한 맥주들의 맛을 음미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Richard A. Ball 뉴욕주 농업부(New York State State Agriculture)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의 수제 음료 제조업체들은 업계 최고의 기업들입니다. Cuomo 

주지사님의 지원 덕분에 이 산업은 계속 번창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우리 

맥주양조업체들의 우수성을 올해의 박람회에서 알리고 최고의 수제 맥주 제조업체를 

소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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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했습니다: “업계와 손을 맞잡은 협력을 통해, Cuomo 주지사님은 뉴욕에서 수제 

맥주 제조의 부활로 이어지도록 법률 및 능률적인 규제를 현대화했습니다. 지금 우리 

주의 모든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수제 맥주양조장들을 통해, 이 뉴욕주 수제 맥주 

대회(New York State Craft Beer Competition)는 우리 주의 세계적 수준의 맥주 

양조업체들과 그들이 뉴욕주의 경제에 기여하는 막대한 영향력 양쪽 모두를 보여줄 

것입니다.” 

 

그레이트 뉴욕주 박람회(Great New York State Fair)는 대부분이 뉴욕주 농업의 단면을 

홍보하기 위해 약 70 개 부문으로 나누어 대회를 운영합니다. 이들 대회에는 다양한 요리 

행사, 말과 가축 경연 대회, 작물 및 화훼 행사, 낙농 제품, 크리스마스 트리, 아마추어 

와인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회화, 그림, 사진, 조각, 시 등과 같은 미술 분야에서의 

경연도 있습니다. 젊은이들을 위한 행사에는 장기 대회, 청소년 농업, 4-H 행사 등이 

포함됩니다. 주립 박람회 경연(State Fair competitions)은 모든 뉴욕 주민들에게 문호가 

개방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박람회 웹사이트의 경연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 농업시장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Markets)가 운영하는 

뉴욕주 박람회(New York State Fair)는 2017년 8월 23일부터 9월 4일까지 진행됩니다. 

이 박람회의 사명은 “FIND YOUR GREAT(최고 수준의 발견)”이라는 주제를 통해 최고 

수준의 오락거리를 제공하면서 최고의 뉴욕 농산물을 선보이는 것입니다.  

 

그레이트 뉴욕주 박람회(Great New York State Fair) 개최지는 375 에이커의 전시 및 

오락 단지로서 연중 운영됩니다. 연중 행사 일정이 박람회 웹사이트에서 제공됩니다. 

페이스북에서 그레이트 뉴욕주 박람회 소식을 확인하고, 트위터에서 @NYSFair를 

팔로우하며, 스냅챗에서는 nysfair에서 소식을 확인하고, 박람회 사진은 

Flickr.com/photos/nysfair에서 즐기세요. 아울러, 뉴욕 주민들은 그레이트 뉴욕주 

박람회(Great New York State Fair)에 대한 자신의 아이디어를 

statefairideas@agriculture.ny.gov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https://nysfair.ny.gov/competitions/how-to-enter/
https://twitter.com/NysFair
https://www.flickr.com/photos/nysfair
mailto:statefairideas@agriculture.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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