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8년 8월 1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두 번째 연례 뉴욕주 수제 맥주 대회(CRAFT BEER COMPETITION)의 

결과 발표 

 

640개 이상의 참가자 중 브루클린 소재 쓰리스 브루잉(Threes Brewing)이 일위를 

차지, 주지사의 엑셀시어 컵(Governor's Excelsior Cup) 획득 

 

전문 심사위원들이 심사한 뉴욕의 가장 큰 규모의 수제 맥주 대회(Craft Beer 

Competition)에서 23개의 맥주가 금메달 차지 

 

메달 수상 맥주는 그레이트 뉴욕주 박람회(Great New York State Fair)에 출품될 예정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생산 맥주 642개가 출품된 두 번째 연례 

뉴욕주 수제 맥주 대회(Craft Beer Competition)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년 연속 

브루클린 소재 쓰리스 브루잉(Threes Brewing)이 일위를 차지하여 주지사 엑셀시어 

컵(Governor's Excelsior Cup)을 획득했습니다. 금메달은 주 전역 양조장에서 출품한 

맥주 23개에 돌아갔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의 세계 정상급 양조장은 번영하고 있으며 주 

전역에서 우리 농장과 지역 경제, 관광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수제 양조장의 성공을 축하드리며 뉴욕주 최상위 맥주에 관심있는 분들은 

이번 달 말에 열릴 그레이트 뉴욕주 박람회(Great New York State Fair)에 가보시길 

권장합니다.” 

 

뉴욕주 수제 맥주 대회(Craft Beer Competition)는 뉴욕주 양조장 협회(New York State 

Brewers Association), 테이스트 뉴욕(Taste NY), 레이즈 어 글래스 재단(Raise a Glass 

Foundation), 그레이트 뉴욕주 박람회(Great New York State Fair)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뉴욕주 수제 양조장이라면 어디든지 이 대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 개최의 

전문가가 심사하는 가장 큰 수제 맥주 대회에서 자격 있는 심사위원 43명이 양조장 

120곳 이상에서 출품한 642종류의 맥주를 맛보았습니다. 올해 참가 맥주 264개는 



 

 

뉴욕주 라벨이 붙어 참가 자격이 있는 맥주 또는 농장 맥주였습니다. 즉 해당 양조장은 

맥주에 뉴욕주에서 기른 홉과 기타 재료를 최소 20%사용했습니다. 

 

아피에이(IPAs) 및 라거(Lagers)와 같은 맥주의 주요 스타일, 신맛이 나는 맥주 또는 과일 

맥주, 향신료 맥주 등과 같은 틈새 시장 또는 부상하는 스타일을 포함하여 24개의 

카테고리에서 각각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수여되었습니다. 올해 대회에서는 새 

카테고리 다섯 개가 추가되었습니다. 참가 수가 가장 많았던 카테고리는 뉴 잉글랜드 

스타일 인디아 페일 에일(New England Style India Pale Ale, New England IPA)과 

아메리칸 라이트 라거(American Light Lager)였으며 각각 맥주 58개가 참가했습니다. 

 

카테고리 별 금메달 수상업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벨지언 팜하우스(Belgian Farmhouse): Threes Brewing, Passing Time 

Grisette - 브루클린 

• 앰버 앤 다크 라거(Amber and Dark Lagers): Blue Point Brewing 

Company Toasted Lager - 팟처그 

• 앰버/레드 에일(Amber/Red Ale): Bottomless Brewing, Soda Bread Red - 

파예트 

• 아메리칸 디아이피에이(American DIPA): Upstate Brewing Company, IPW 

- 엘마이라 

• 아메리칸 아이피에이 베리에이션(American IPA Variations): Great Flats 

Brewing, Great Flats Raspberry IPA- 스키넥터디 

• 배럴 에이지드 (논-사우어)(Barrel Aged (Non-Sour)): Saranac Brewery, 

Basking in Bourbon - 유티카 

• Barrel Aged Sour(배럴 에이지드 사우어): Brown's Brewing Company, 

Reprise - 트로이 

• 벨지언 아더(Belgian Other): Lucky Hare Brewing Company, Anny #2- 

헥터 

• 브라운 에일(Brown Ale): Roscoe Beer Company, Trout Town Brown Ale - 

로스코 

• 익스페리멘탈(Experimental): Saranac Brewery, Varick Street Stout- 

유티카 

• 프룻 앤 스파이스 비어(Fruit and Spice Beer) 6.0도(ABV) 이상: Glenmere 

Brewing Company, Wicked With - 플로리다 

• 프룻 앤 스마이스 비어(Fruit and Spice Beer) 6.0도(ABV) 이하: The 

Peekskill Brewery, Hidden Track - 픽스킬 

• 골든 블론드 에일(Golden Blonde Ale): Saranac Brewery, Lake Placid 

Golden Blu - 유티카 

• 임페리얼 스타우트 앤 포터(Imperial Stout and Porter): Spider Bite Beer 

Company, Boris the Spider Russian Imperial Stout - 홀브룩 



 

 

• 라이트 라거(Light Lager): Bottomless Brewing, Bohemian Pilsner - 

파예트 

• 뉴 잉글랜드 아이피에이(New England IPA): Prison City Brewing, Control 

for Smilers - 오번 

• 페일 에일(Pale Ale): Naked Dove Brewing Company, Naked Dove What is 

Batch #2 - 캐넌다이과 

• 포터(Porter), (논 임페리얼): Glenmere Brewing Company, Box'd Smok'd 

Porter - 플로리다 

• 스트롱 에일(논 벨지언)(Strong Ale(Non Belgian)): Naked Dove Brewing 

Company, Naked Dove Barleywine - 캐넌다이과 

• 와일드 앤 사우어 에일(Wild and Sour Ale): Good Nature Brewing, Kung 

Foeder Series Jackie Batch - 해밀턴 

• 윗 비어(아메리칸, 윗, 헤페)(Wheat Beer(American, Wit, Hefe)): Brewery 

Ommegang, Witte - 쿠퍼스타운 

• 뉴욕 스테이트 비어(New York State Beer): Roscoe Beer Company, Trout 

Brown Ale - 로스코 

 

양조장 45곳에 메달 70개 이상이 수여되었습니다. 대회의 최상위 우승자는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픽스킬의 픽스킬 브루잉(Peekskill Brewing)(금 1, 은 2, 동 1), 

버팔로의 빅 디치 브루잉 컴퍼니(Big Ditch Brewing Company)(동 4)였습니다. 스카일러 

카운티 헥터의 럭키 헤어 브루잉(Lucky Hare Brewing)(금 1, 은 1, 동 1), 세네카 카운티 

파이에트의 버텀리스 브루잉(Bottomless Brewing)(금 2, 은 1), 오렌지 카운티 

플로리다의 글렌미어 브루잉(Glenmere Brewing)(금 2, 은 1)이 메달 세 개씩을 

획득했습니다. 오네이다 카운티 유티카의 새러낵 브루어리(Saranac Brewery)도 금메달 

3개를 땄습니다. 

 

대회의 전체 수상 결과 및 추가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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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8월 22일부터 9월 3일까지 개최되는 그레이트 뉴욕주 박람회(Great New York 

State Fair)의 원예 빌딩(Horticulture Building)에 전시될 예정입니다. 또한, 박람회 측은 

모든 맥주 양조업체들이 맥주 샘플 부스에서 맥주를 시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맥주 양조업체들은 브루어스 매일 박람회의 매일 테이스트 뉴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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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국내 최고 수제 양조장의 

본고장입니다. 이 대회에서는 그 양조장에서 제공하는 최고의 맥주를 

https://newyorkcraftbeer.com/2018-competition/competition-categories/


 

 

선보입니다. 우리는 주 전역의 수제 양조장을 성장시키고 지원하는 데 전념하여 그들이 

성공하고 뉴욕주 경제가 성장하며 관광 산업이 증가하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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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에서 양조 산업이 계속해서 성장함에 따라 생산되는 

맥주의 질도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회에서 수많은 신생 양조장이 상을 타는 

것을 보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브루클린의 쓰리스 브루잉(Threes Brewing)이 블라인드 

테스팅에서 금메달 수상 맥주 23개를 제치고 2년 연속 주지사의 엑셀시어 

컵(Governor's Excelsior Cup)을 탄 것이 대단합니다. 수제 맥주를 알고 싶다면 씽크 

뉴욕, 드링크 뉴욕(Think New York, Drink New York)보다 더 나은 때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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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했습니다. “우승 양조장들과 이번 연례 대회에 참가해주신 모든 수제 양조장들께 

축하를 드립니다. 수제 음료 산업을 지원하는 Cuomo 주지사님의 활동으로 뉴욕주에서 

우리 음료 제조업체들이 성장하는 데 자극이 되었으며 농업이 강화되었습니다. 뉴욕주 

박람회(New York State Fair)에서 우리 주 수제 양조장의 다양성을 보여줄 것이 

기대됩니다.” 

 

Troy Waffner 박람회 디렉터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대회의 우승 양조장들에 

박람회 기회를 주게 되어 기쁩니다. 이 양조장들은 몇 주 후 백만 명이 넘는 박람회 

방문자들께 독특한 상품을 보여줄 것입니다. 업계가 번영함에 따라 대회가 커지고 

있습니다. 성공을 축하하는 데 그레이트 뉴욕주 박람회(Great New York State Fair)만큼 

적당한 자리가 없습니다.” 

 

뉴욕주 주류관리청(State Liquor Authority)의 Vincent Bradley 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업계를 변화하고 재활성화하려는 Cuomo 주지사님의 노력 덕분에 

뉴욕주에서 수제 맥주 제조업은 기록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주 전역의 400곳이 넘는 

수제 양조장으로 뉴욕 주민은 주 어디에서나 현지에서 생산한 수제 맥주를 마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승자들과 뉴욕 맥주의 최고 품질을 선보이도록 도와주신 모든 참가 

양조장들께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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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ard Zemsky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의 수제 양조장은 주에서 키운 

재료를 사용하여 세계 정상급 음료를 만들었습니다. 주 전역 지역사회에서 우리 

양조장들은 일자리를 지원하고 관광업을 촉진하며 지역 경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8년 뉴욕주 수제 맥주 대회(Craft Beer Competition)의 모든 우승자들을 축하합니다.” 

 

쓰리스 브루잉(Threes Brewing)의 Joshua Stylman 최고 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에서 대단한 맥주들이 생산되는 중에 저희가 엑셀시어 컵(Excelsior 



 

 

Cup)을 받게 되어 영광입니다. 특히 오늘날 시장에서 유행하는 맥주들을 제치고 미묘한 

스타일(그리셋)이 인정을 받게 되어 기쁩니다. 우리 팀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에프엑스 매트 브루잉 컴퍼니(FX Matt Brewing Company)의 Fred Matt 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뉴욕주에서 좋은 맥주를 130년 동안 만들고 있습니다. 

새러낵이라는 이름으로 만들고 있는 다양한 맥주를 다시 한 번 인정받게 되어 기쁩니다. 

뉴욕주는 대단한 맥주를 만들고 있으며 우리는 뉴욕주 맥주 커뮤니티의 한 부분이 된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버펄로 소재 커뮤니티 비어 웍스(Community Beer Works)의 Ethan Cox 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대회에서 재능 있고 경험 많은 심사위원단이 두 개의 메달을 주시고 

인정해주셔서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이 대회가 가능하게 해주신 주최자들, 

심사위원단, 봉사자들께 감사드립니다!” 

 

Cuomo 주지사의 리더십에 따라, 주정부는 계속 수제 음료 산업의 성장을 촉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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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주지사는 뉴욕주에 

1,000개 이상의 수제 음료 제조사가 있음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뉴욕 전역의 농장 400곳 

이상, 마이크로 양조장 및 식당 양조장을 포함한 수입니다. Cuomo 주지사가 2012년에 

첫 번째 맥주, 와인, 증류주, 사과주 정상 회의(Beer, Wine, Spirits and Cider Summit)를 

주최한 이후, 수제 주류를 생산하는 업체는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동시에 농장 기반 

생산업체는 160 퍼센트 이상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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