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4년 5월 16일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6월월월월 5일일일일 TASTE NY가가가가 BROOKLYN BREWERY에서에서에서에서 레버레버레버레버 비어비어비어비어 페스트페스트페스트페스트(RARE BEER FEST)를를를를 

공동공동공동공동 후원한다고후원한다고후원한다고후원한다고 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Taste NY가 6월 5일 목요일 뉴욕주 양조협회(Brewers 

Association)와 크래프트 뉴욕 레어 비어 페스트에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레어 

비어 페스트에서는 다양한 지역 식품과 함께 50여개의 진귀하고 고유한 수상 경력이 있는 맥주를 

생산하는 뉴욕주에서 사업을 하는 26개 맥주 제조업체들이 모일 것입니다.  

 

“Taste NY은 뉴욕 크래프트 음료업계가 고유한 제품을 알릴 수 있게 해주는 뉴욕 최고의 크래프트 

맥주 제조업체 26곳을 참여시킬 것입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우리 뉴욕의 현지 

맥주 제조업체와 생산업체에서 내놓는 세계적인 수준의 맥주와 음식들을 집중 조명하는 일은 

뉴욕주의 소상공업체의 인지도를 높여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뉴욕 주민들께서는 이 멋진 

행사를 기억하시고 우리 크래프트 맥주 제조업체에서 선보이는 맥주를 꼭 맛보시길 바랍니다.” 

 

이 행사는 6월 5일 목요일 The Brooklyn Brewery, 79 N. 11th St, Brooklyn, N.Y.에서 오후 6시-10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행사 입장 티켓은 온라인 또는 입구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 각지에서 진귀하고 고유한 맥주를 선보일 25여개 크래프트 맥주 제조업체가 참여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 Schmaltz Brewing Company of Clifton Park는 테킬라 양조통에서 숙성된 15주년 기념 

제품을 1년 동안 판매합니다. 

• Empire Brewing Company of Syracuse는 Tuthilltown Rye 양조통에서 숙성된 Golden Dragon 

크래프트 비어를 판매합니다. 

• Crossroads Brewing Company of Athen은 볶은 몰트향과 초콜릿, 에스프레소, 다크 카라멜 

맛이 단단한 홉의 쓴맛과 조화를 이룬 진한 스타우트를 판매합니다. 이 맥주는 2014 

World Beer Cup에서 외국 스타일의 스타우트(Foreign style Stout)로 금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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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농업부 커미셔너인 Richard A. Ball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크래프트 맥조 제조 사업의 

부흥은 이 사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농업 관련 업체의 큰 증가를 가져왔습니다. 다시 한 번, Taste 

NY은 관련 업체와 협력하여 놀라운 맛의 맥주를 집중조명할 수 있는 중요한 행사를 개최할 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의 식도락의 도시인 뉴욕시에서 뛰어난 맛의 로컬 푸드를 제공할 것입니다.”  

 

뉴욕주 양조협회 의 Paul Leone 실무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맥주 축제가 

뉴욕주에서 열리면서 뉴욕주 양조협회와 Taste NY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로컬 푸드 요소가 혼합된 레어 비어 축제가 바로 그런 행사입니다 . 이번 

행사에서는 뉴욕 주민들이 뉴욕주와 거주 지역에서 맛볼 수 있는 진정한 맛을 찾을 수 있도록 

가급적 많은 ‘로컬’ 음식을 집중 조명하는 것입니다.”  

 

맥주 제조업체 목록 

Brooklyn Brewery (Brooklyn), Crossroads (Athens), Abandon Brewing (Penn Yan), Great South Bay (Bay 

Shore), Keegan Ales (Kingston), Newburgh Brewing (Newburgh), KelSo (Brooklyn), Captain Lawrence 

(Elmsford) , Olde Saratoga (Saratoga Springs), Yonkers Brewing (Yonkers), Big Alice (Long Island City), 

Empire (Syracuse), Heartland (New York), Good Nature (Hamilton), Shmaltz (Clifton Park), Adirondack 

(Lake George), Lake Placid (Lake Placid), Browns (Hoosick/Troy), Peekskill (Peekskill), Port Jeff (Port 

Jefferson), CH Evans (Albany), Bronx Brewing (Bronx), Southern Tier (Lakewood), Sixpoint (Brooklyn), 

Greenport Harbor (Greenport), Brewery Ommegang (Cooperstown) 

 

Taste NY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www.taste.ny.gov를 방문하십시오. 뉴욕주 양조협회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보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www.thinknydrink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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