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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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OMO 주지사, 2018년 뉴욕 와인 클래식(2018 NEW YORK WINE CLASSIC) 수상 

기업 축하 

 

세계적인 수준의 뉴욕산 와인과 사과주를 선보이는 제 33회 연례 대회 

 

(1) 주지사 컵(Governor's Cup)을 수상한 Keuka Spring Vineyards의 2017년산 

Gewürztraminer 와인, (2) 사상 최초의 주지사의 사과주 컵(Governor's Cider Cup)을 

수상한 Kite & String의 “Pioneer Pippin” 사과주, (3) 올해의 와인 양조장(Winery of 

the Year) 상을 수상한 Dr. Konstantin Frank Winery 

 

최고의 와인 산지를 선정하는 유에스에이 투데이 여론조사(USA Today poll)에서 현재 

선두를 달리고 있는 핑거 레이크스, 8월 20일에 마감되는 투표에 임하도록 뉴욕 

주민에게 당부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산 와인과 사과주 중 최고의 제품을 선보이는, 

전국적으로 인정받은 대회인 제 33회 뉴욕 와인 클래식(33rd New York Wine Classic)의 

수상 기업들을 발표했습니다. 올해의 경우, 클래식(Classic) 대회에서 가장 권위있는 

상인 주지사 컵(Governor's Cup)은 핑거 레이크스 지역 Keuka Spring Vineyards의 

2017년산 Gewürztraminer 와인에 수여되었습니다. 사상 최초의 주지사의 사과주 

컵(Governor's Cider Cup)은 Kite & String의 “Pioneer Pippin” 사과주에 

수여되었습니다. 또한 핑거 레이크스 지역의 Dr. Konstantin Frank Winery는 “올해의 

와인 양조장(Winery of the Year)” 상을 수상했습니다. 주지사 컵(Governor's Cup)에 

대한 주지사의 발표는 현재 유에스에이 투데이 여론조사(USA Today poll)에서 핑거 

레이크스가 미국 최고의 와인 산지의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과 일치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뉴욕의 와인 양조장과 사과주 

양조장들은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 곳들이며, 관광산업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를 

강화하며 뉴욕주 전 지역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연례 뉴욕 와인 

클래식(New York Wine Classic)은 수제 주류 업계 최고 제품들을 기념하고 표창합니다. 

https://www.10best.com/awards/travel/best-wine-region/leaderboard/
https://www.10best.com/awards/travel/best-wine-region/leaderboard/


 

 

수상업체들에게 축하드립니다. 세계적인 수준의 제품들을 직접 시음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최고의 와인 양조장 및 사과주 

양조장들의 본거지입니다. 이 대회는 현지 생산업체들이 공급하는 수많은 수제 주류 

제품들을 홍보합니다. 주정부의 수제 주류 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우리는 

생산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오스카(The Oscars)”라고 알려진 뉴욕 와인 대회인 클래식(Classic)은 뉴욕 와인 앤 

그레이프 파운데이션(New York Wine & Grape Foundation)이 주최하고 있습니다. 이 

대회는 뉴욕주 전 지역의 440 곳이 넘는 뉴욕주 와인 양조장에 문호가 개방되어 

있습니다. 올해의 와인 대회는 다음과 같은 924개의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뉴욕주 전 지역의 뉴욕산 와인 853 개 제품 및 발효 사과주 71 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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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ler 사무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018년 뉴욕 와인 클래식(2018 New York Wine 

Classic) 대회의 결과를 발표하게 되어 대단히 흥분됩니다. 올해의 대회는 새로운 이름, 

새로운 로고, 924 개의 공식 출품작뿐만 아니라 미국 전 지역에서 인상적인 전문가 심사 

위원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수상업체 명단을 앞두고 주변의 기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와인 양조장과 소비자들은 '클래식(Classic)' 대회의 최우수상을 받으면 와인이 신속하게 

모두 팔린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뉴욕 와인 및 포도 재단(New York Wine & 

Grape Foundation)은 뉴욕주 전 지역 및 미국의 특별 행사에서 뉴욕이 제공하는 최고 

수준의 수상 제품을 1년 내내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 와인들을 특징으로 하는 특별 

강습회가 2018년 8월 22일부터 시러큐스에서 개최되는 그레이트 뉴욕주 박람회(Great 

New York State Fair)에서 열립니다.” 

 

뉴욕사과주협회(New York Cider Association)의 Jenn Smith 상임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과수원 관리 전통, 사과가 자라는 데 적합한 토양, 

기후, 날씨 패턴 그리고 수제 주류 전문가 공동체 덕분에, 뉴욕산 사과주가 최고급 

품질로 인정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뉴욕산 사과주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카테고리를 포함시키고 전국의 사과주 업계의 공통된 의견을 전달함으로써 뉴욕산 

사과주의 우수성을 밝히는 일을 도와주신 점에 대해 뉴욕 와인 클래식(New York Wine 

Classic) 대회에 감사드립니다.” 

 

Keuka Spring Vineyards의 Len Wiltberger 소유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상을 

수상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Keuka Spring에서, 저희는 항상 이 

지역의 최고급 포도는 Gewürztraminer라는 사실을 믿어왔습니다. 이 포도로 이곳의 

기후에 완벽하게 적응한, 핑거 레이크스만의 고유한 와인 스타일이 만들어집니다. 그런 

이유로 저희는 세 가지 다른 종류의 Gewürztraminer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역의 블렌드이고, 다른 두가지는 특별한 품질을 보여주는 포도원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Gewürztraminer는 우리가 하는 일과 우리 정체성의 큰 부분입니다. 뉴욕의 

강점을 주제로 한 토론에서 이 상의 의미가 중점적으로 다루지기를 희망합니다.” 

 

Kite & String Cider의 Melissa Madden 공동 소유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사과주는 좋은 과일로 만들어집니다. 저희 사과주 제품은 핑거 레이크스 과수원에서 

자란 특별한 사과를 재료로 하여 우리가 소유한 굿 라이프 팜(Good Life Farm)에서 

생산됩니다. 주지사의 사과주 컵(Governor's Cider Cup)을 수상하게 되어 대단히 

자랑스럽습니다. 유기농으로 생물의 다양성을 유지하는 과수원이 뉴욕산 사과주를 

제공한다는 가능성에 힘을 얻었습니다.” 

 

Dr. Konstantin Frank Winery의 Fred Frank 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와인 

클래식(New York Wine Classic) 대회에서 올해의 와인 양조장(Winery of the Year) 상을 

수상하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이 상이 Dr. Konstantin Frank 와인 양조장 바로 

여기에서 저희 팀이 생산하고 있는 와인이 훌륭한 품질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라고 믿습니다. 대단히 영광스럽습니다!” 

 

총 40 개의 더블 골드 메달, 49 개의 골드 메달, 324 개의 실버 메달, 334 개의 브론즈 

메달이 수여되었습니다. 

 

올해 새롭게 선보인 최고 상인 주지사의 사과주 컵(Governor's Cider Cup)은 최우수 

모던 사과주(Best Modern Cider), 최우수 특산품 사과주(Best Specialty Cider), 최우수 

헤리티지 사과주(Best Heritage Cider) 등 세가지 범주에서 사과주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1) Angry Orchard의 “Baldwin SVC 2015” 제품이 최우수 모던 

사과주(Best Modern Cider) 상을 수상했고, (2) Three Brothers Wineries & Estates의 

“Cane Mutiny, Red Apple Bombshell” 제품이 최우수 특산품 사과주(Best Specialty 

Cider) 상을 수상했으며, (3) Kite & String의 “Pioneer Pippin” 제품이 궁극적으로 

2018년 주지사의 사과주 컵(2018 Governor's Cider Cup) 수상하면서 최우수 헤리티지 

사과주(Best Heritage Cider) 상도 수상했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와인 부문에서 다음과 같은 “분야별 최우수상”과 “클래스 최우수상” 수상 

제품들을 발표했습니다. 

 

“분야별 최우수상 (Best of Category)” 수상 제품 명단: 

 

최우수 스파클링 와인 

Sparkling Pointe Vineyards & Winery, 2008 Brut Seduction Méthode Champenoise 

 

최우수 화이트 와인 

Keuka Spring Vineyards, 2017 Gewürztraminer 

 



 

 

최우수 핑크 와인 

Sheldrake Point, 2017 Dry Rosé 

 

최우수 레드 와인 

Dr. Konstantin Frank Winery, 2016 Blaüfrankisch 

 

최우수 디저트 와인 

Brotherhood Winery, 2017 Late Harvest Riesling 

 

“클래스 최우수상(Best of Class)”은 최소 7개의 와인으로 구성된 클래스의 더블 골드 

메달 또는 골드 메달 수상 와인에 주어집니다: 

 

최우수 오크 발효 샤르도네 

Macari Vineyards, 2015 Chardonnay Reserve 

 

최우수 비-오크 발효 샤르도네 

Osmote Wines, 2017 Cayuga Lake Chardonnay 

 

최우수 종합 샤르도네 

Osmote Wines, 2017 Cayuga Lake Chardonnay 

 

최우수 게뷔르츠트라미너 

Keuka Spring Vineyards, 2017 Gewürztraminer 

 

최우수 드라이 리슬링 

Heron Hill Winery, 2016 Riesling Reserve 

 

최우수 미디엄 드라이 리슬링 

Hosmer Winery, 2016 Limited Release Riesling 

 

최우수 미디엄 스위트 리슬링 

Boundary Breaks, 2017 Riesling Reserve #198 

 

최우수 스위트 리슬링 

Fox Run Vineyards, 2016 Lot 11 Lake Dana Riesling 

 

최우수 종합 리슬링 

Hosmer Winery, 2016 Limited Release Riesling 

 

최우수 피노 그리스 



 

 

Lakewood Vineyards, 2017 Pinot Gris 

 

최우수 그뤼너 벨틀리너 

Hazlitt 1852 Vineyards, 2014 Grüner Veltliner 

 

최우수 비니페라 화이트 블렌드 

Atwater Estate Vineyards, 2016 Riewurz 

 

최우수 트라미네트 

Thirsty Owl Wine Company, 2016 Traminette 

 

최우수 로제 와인 

Sheldrake Point Winery, 2017 Dry Rosé 

 

최우수 블러쉬 

Owera Vineyards, 2017 Cazenovia Blush 

 

최우수 카베르네 소비뇽 

Brotherhood Winery, 2015 New York Icon Cabernet Sauvignon, 싱글 빈야드(Single 

Vineyard) 

 

최우수 메를로 

Brotherhood Winery, 2014 New York Icon Merlot, 싱글 빈야드(Single Vineyard) 

 

최우수 피노 누와 

Winery of Ellicottville, 2016 Pinot Noir 

 

최우수 카베르네 프랑 

Heron Hill Winery, 2016 Classic Cabernet Franc 

 

Best Lemberger/Blaufrankisch 

Dr. Konstantin Frank, 2016 Blaufrankisch 

 

최우수 시라 

Harbes Vineyard, 2014 Syrah 

 

최우수 레드 비니페라 블렌드 

Harbes Vineyard, 2014 Red Blend, Proprietor's Reserve 

 

최우수 하이브리드 레드 버라이틀 



 

 

Vineyard View Winery, 2016 Marquette 

 

최우수 레이트 하베스트 와인 

Brotherhood Winery, 2017 Late Harvest Riesling 

 

최우수 아이스 와인 

Hunt Country Vineyards, 2016 Vidal Blanc Ice Wine 

 

최우수 비니페라 스파클링 화이트 

Sparkling Pointe Vineyards & Winery, 2008 Brut Seduction Méthode Champeno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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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와인 클래식(New York Wine Classic) 대회는 세계 

최고 수준의 와인 양조장 및 사과주 양조장뿐만 아니라 이 독특하고 다양한 품종의 

제품들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일류 농산물을 키우는 농업 공동체들도 축배를 들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품질 혁신에 기여한 모든 수상업체에게 축하의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우리 수제 주류 생산업체들을 계속 지원해주신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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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ard Zemsky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와인 양조장과 사과주 

양조장들은 일자리를 지원하고 관광산업을 장려하며 우리 농부들이 재배한 농산물을 

활용하고 있는 뉴욕주의 커다란 사업체들입니다. 뉴욕 와인 클래식(New York Wine 

Classic) 대회는 우리 주에서 제공하는 최고급 와인을 선보이는 자리입니다. 올해의 모든 

수상업체들에게 축하의 말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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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의 와인 양조장과 사과주 양조장들은 세계 최고의 와인과 

사과주를 생산하여 국가적인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연례 뉴욕 와인 클래식(New York 

Wine Classic) 대회는 급성장하고 있는 이 산업이 얼마나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주의 경제에 얼마나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기념하는 훌륭한 

길입니다.” 

 

2018년 클래식(2018 Classic) 대회의 전체 수상 결과 명단이 내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메달을 받는 일 이외에도 주지사 컵(Governor's Cup), 올해의 와인 양조장(Winery of the 

Year), 콩코드 브랜디(Concord Brandy), 최우수 레드(Best Red), 최우수 화이트(Best 

White), 최우수 핑크(Best Pink), 최우수 스파클링(Best Sparkling), 최우수 디저트(Best 

Dessert) 카테고리의 수상업체들에게는 연중 내내 와인을 홍보할 수 있도록 돕는 마케팅 

자료 패키지가 제공됩니다. 

https://www.newyorkwines.org/new-york-wine-classic


 

 

 

뉴욕 와인 및 포도 재단(New York Wine & Grape Foundation)도 주지사 컵(Governor's 

Cup), 올해의 와인 양조장(Winery of the Year), 콩코드 포도 브랜디(Concord Grape 

Brandy) 와인 카테고리의 수상업체들을 연중 내내 다양한 행사에서 홍보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그레이트 뉴욕주 박람회(Great New York State Fair)의 시음 세미나(Tasting 

Seminar), NY Kitchen의 귀빈 만찬, 국내 및 국제 무역 박람회 및 기타 리셉션 행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지사로 취임한 이후, Cuomo 주지사는 뉴욕의 수제 음료 산업을 현대화하고 새로운 

법률, 규제 개혁, 혁신적인 프로그램, 홍보 캠페인 등을 통해 전례가 없는 성장을 위한 

활동을 선도해 왔습니다. 오늘날 뉴욕주 전 지역에는 생산 허가를 받은 440 곳의 와인 

양조장과 66 곳의 사과주 양조장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농원 와인 양조장 350 곳과 농원 

사과주 양조장 41 곳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농원 와인 양조장 85 곳과 농원 사과주 

양조장 8 곳은 뉴욕주 전 지역에서 시음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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