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년 8월 3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브루클린 소재 쓰리스 브루잉 컴퍼니(THREES BREWING 

COMPANY)가 뉴욕주 박람회 수제 맥주 대회(NEW YORK STATE FAIR CRAFT BEER 

COMPETITION)의 대상인 베스트 인 쇼(BEST IN SHOW)를 차지했다고 발표  

  

700 개가 넘는 출품 맥주 중 1 위를 하여 주지사 컵(Governor's Cup)을 차지한 쓰리스 

브루잉(Threes Brewing)의 필스너(Pilsner) 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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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etition)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19 개의 맥주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브루클린 소재 쓰리스 브루잉 컴퍼니(Threes Brewing 

Company)가 사상 최초로 치러지는 뉴욕주 수제 맥주 대회(New York State Craft Beer 

Competition)에서 주지사의 엑셀시어 컵(Governor's Excelsior Cup)을 수상하며 최고의 

영광을 얻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쓰리스 브루잉(Threes Brewing)의 필스너(Pilsner) 

맥주인 “Vliet”은 라이트 라거(Light Lager) 카테고리에서 금메달을 얻었으며 대상인 

베스트 인 쇼를 차지했습니다. 뉴욕주 전 지역의 양조장들 중에서 19 개의 맥주가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뉴욕주 맥주 양조자 협회(New York State Brewers 

Association)가 후원한 뉴욕주 박람회 공식 대회(official New York State Fair 

competition)인 이 대회는 전문 심사위원들이 심사한 뉴욕주에서 개최된 가장 큰 규모의 

수제 맥주 대회(craft beer competition)로 약 40여 명의 심사위원들이 총 707 개의 맥주 

샘플을 심사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수제 음료 산업은 

번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 전 지역에서 경제 성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 수제 

맥주 대회에 대한 높은 참여 열기는 부상하고 있는 이 산업의 추진력에 대한 또 하나의 

지표입니다. 메달을 수상한 양조업체들의 성공을 축하드리며, 모든 뉴욕 주민들이 

올여름 뉴욕주 박람회(New York State Fair)에서 미국 최고의 맥주를 직접 경험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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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제 맥주 양조업체들에게 문호가 개방되었습니다. 뉴욕의 맥주 양조장 143 곳에서 

출품했으며 뉴욕주에서 면허 받은 모든 맥주 양조장 중 거의 절반이 참여했습니다.  

  

아피에이(IPAs) 및 라거(Lagers)와 같은 맥주의 주요 스타일과 더불어 신맛이 나는 맥주 

또는 과일 맥주, 향신료 맥주 등과 같은 틈새 시장 또는 부상하는 스타일을 포함하여 20 

개의 카테고리에서 각각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수여될 것입니다. 카테고리 별 금메달 

수상업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라이트 라거(Light Lager): 쓰리스 브루잉 컴퍼니(Threes Brewing Co.)의 

“Vliet” - 브루클린  

• 휘트 비어(Wheat Beer): 브루어리 오메강(Brewery Ommegang)의 “Witte” - 

쿠퍼스타운  

• 프룻 앤 스파이스 비어(Fruit and Spice Beer): 더 필스킬 브루어리(The 

Peekskill Brewery)의 “Pinky Up” - 픽스킬  

• 벨지언 팜하우스(Belgian Farmhouse): 쓰리스 브루잉 컴퍼니(Threes 

Brewing Co.)의 “Wandering Bine” - 브루클린  

• 앰버 앤 다크 라거(Amber and Dark Lagers): 네이크드 도브 브루잉 

컴퍼니(Naked Dove Brewing Co.)의 “Naked Dove Exposinator 

Doppelbock” - 캐넌다이과  

• 앰버/레드 에일(Amber/Red Ale): 세테카 스트리트 펍(Seneca Street Brew 

Pub)의 “Irish Red Ale” - 맨리어스  

• 페일 에일(Pale Ale): 워 호스 브루잉 컴퍼니(War Horse Brewing Co.)의 

“Lieutenant Dan IPA” - 제네바  

• 아메리칸 아이피에이(American IPA): 굿 네이처 브루잉 컴퍼니(Good 

Nature Brewing Co.)의 “Blight Buster” - 해밀턴  

• 아메리칸 아이피에이 베리에이션(American IPA Variations): 프리즌 시티 

브루잉(Prison City Brewing)의 “4 Piece” - 오번  

• 아메리탄 더블 아이피에이(American Double IPA): 빅 슬라이드 브루어리 

앤 퍼블릭 하우스(Big Slide Brewery & Public House)의 “Giant IPA” - 

레이크 플래시드  

• 포터, 스타우트 앤 브라운 에일(Porter, Stout and Brown Ale): 스텀블린 

멍키 브루잉(Stumblin' Monkey Brewing)의 “Oatmeal Stout” - 빅터  

• 임페리얼 스타우트 앤 포터(Imperial Stout and Porter): 스파이더 바이트 

비어 컴퍼니(Spider Bite Beer Co.)의 “Boris the Spider” - 홀브룩  

• 벨지언 아더(Belgian Other): 씬 맨(Thin Man)의 “Hyperballad” - 버펄로  

• 스트롱 에일(Strong Ale): 하틀랜드 브루어리(Heartland Brewery)의 “Old 

Red Nose Special Edition 14” - 뉴욕시  



• 와일드 앤 사우어 에일(Wild and Sour Ale): 밀 하우스 브루잉 컴퍼니(Mill 

House Brewing Co.)의 “Citra Bridges”- 포키프시 - 및 러싱 덕 

브루잉(Rushing Duck Brewing)의 “Zingerbier Berliner Weisse” - 체스터 - 

이 카테고리에서 동점으로 공동 수상  

• Barrel Aged Sour(배럴 에이지드 사우어): 브루클린 부르어리(Brooklyn 

Brewery)의 “Kiwi's Playhouse” - 브루클린  

• 배럴 에이지드 (논-사우어)(Barrel Aged (Non-Sour)): 쓰리 헤드스 

브루잉(Three Heads Brewing)의 “Baltic Porter Aged in Iron Smoke 

Whiskey Barrels” - 로체스터  

• 익스페리멘탈(Experimental): 프리즌 시티 브루잉(Prison City Brewing)의 

“Wham Whams” - 오번  

• 뉴욕 스테이트 비어(New York State Beer): 세인트 제임스 브루어리(Saint 

James Brewery)의 “Saint James Brewery Pomme- Apple Ale” - 홀브룩  

  

주지사의 엑셀시어 컵(Governor's Excelsior Cup) 수상업체인 쓰리스 브루잉 

컴퍼니(Threes Brewing Company)는 라이트 라거(Light Lager)와 벨지언 

팜하우스(Belgian Farmhouse) 등 두 가지 카테고리에서 금메달을 수상했습니다. 

제네바의 워 호스 브루잉 컴퍼니(War Horse Brewing Company)는 한 양조장에서 가장 

많은 메달을 획득하여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등 3 개의 메달을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해밀턴의 굿 네이처 브루잉(Good Nature Brewing)은 싱글 카테고리 사상 가장 많은 88 

개의 맥주가 출품된 아이피에이(IPA) 카테고리에서 우승했습니다. 뉴욕주 전 지역의 16 

개 양조장은 각각 두 개씩 메달을 수상하여 품질을 인정받았습니다. 대회의 전체 수상 

결과 및 추가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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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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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 맥주 양조자 협회(New York State Brewers Association)의 Paul Leone 

사무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대회 운영위원회(competition committee)는 이 

대회를 세계 어느 대회 보다도 전문적인 대회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40 명이 넘는 맥주 전문 심사위원들과 뉴욕주 전 지역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700 

개가 넘는 출품 맥주를 함께 평가했습니다. 우리가 세계는 아닐지라도 미국에서 최고의 

맥주를 양조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45 곳의 뉴욕주 맥주 양조장에 63 개의 

http://newyorkcraftbeer.com/news/new-york-craft-beer-competition-and-governors-excelsior-cup-results/


매달이 수여되었습니다. 저희는 테이스트 뉴욕(Taste NY)과 뉴욕주에서 가장 큰 규모의 

수제 맥주 대회(craft beer competition)를 개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그레이트 뉴욕주 

박람회(Great New York State Fair)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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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했습니다: “뉴욕의 수제 음료 생산 업체들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사상 

최초로 치러지는 주지사의 엑셀시어 컵 수제 맥주 대회(Governor's Excelsior Cup Craft 

Beer Competition)에서 우리 업체들의 혁신과 다양성을 선보이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Cuomo 주지사님의 지원 덕분에, 현지 식재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농업을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이 산업은 매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승자들과 이 대회에 참여한 모든 맥주 양조업체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희는 올해 박람회에서 수제 맥주 양조 업계의 탁월한 성과가 전시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람회(Fair)의 Troy Waffner 디렉터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맥주 양조자 

협회(New York State Brewers Association)와 협력하여 사상 최초로 전문적인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는 맥주 대회를 후원한 것에 대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홈 메이드 제품들에 대한 엄청난 수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레이트 뉴욕주 박람회(Great New York State Fair)보다 우리 수제 음료 생산업체들이 

자사의 제품을 전시하기에 더 나은 장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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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했습니다: “이 주지사의 엑셀시어 컵 수제 맥주 대회(Governor's Excelsior Cup Craft 

Beer Competition)는 뉴욕주 전 지역에서 양조되는 훌륭한 맥주들을 선보일 수 있는 

완벽한 등용문입니다. Cuomo 주지사님이 시행하신 법률 및 정책은 신생 스타트업 기업 

및 확장하고 있는 기업 양쪽 모두를 위해 보다 손쉬운 방식으로 저비용을 들이면서 우리 

주가 모든 뉴욕 주민들이 자부심을 느끼는 수제 맥주 생산을 위한 최고의 기지로 

변해가는 것을 돕고 있습니다.”  

  

브루클린의 쓰리스 브루잉 컴퍼니(Threes Brewing Company)의 Greg Doroski 

소유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가 수제 맥주 리더로서의 지위를 계속 유지해 가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 팀이 처음으로 시행하는 주지사의 엑셀시어 컵(Governor's 

Excelsior Cup) 대회에서 수상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맥주 중 하나가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일부 맥주 양조장이 극단의 맛을 

추구하고 있는 이 시기에 순한 맛의 필스너(Pilsner) 맥주에 대해 인정받게 되어 대단히 

만족스럽습니다.” 

  

레이크 플래시드 소재 빅 슬라이드 브루어리 앤 퍼블릭 하우스(Big Slide Brewery & 

Public House)의 Christopher Ericson 소유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대회에서 우리 

Giant IPA 맥주가 금메달을 획득하게 되어 느끼는 벅차고 기쁜 이 감동을 다 표현한다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아메리칸 더블 아이피에이(American Double IPAs)는 현재 

미국 전 지역에서 대단히 높은 인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 동료인 뉴욕의 수제 

맥주 양조업체들도 이 종류의 맥주 수십 가지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Giant IPA 맥주가 뉴욕주에서 최고의 맥주로 선정된 것은 대단한 영광입니다. 

장기적으로나 단기적으로 모두 제 사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저는 낮은 

자세로 임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 양조장 직원들 그리고 다른 브루펍 

직원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제네바 소재 워 호스 브루어리(War Horse Brewery)의 Tony Cordova 양조 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 최고의 양조업체들 사이에서 좋은 품질의 맥주로 선정되어 

수상하는 것은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이 지역사회는 우리가 더 좋은 제품을 

생산하도록 열심히 알하게 만들면서 지속적으로 변화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협업, 우정, 

포용이란 가치를 품고 저희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미국 최고의 

맥주 양조 지역사회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저희는 나눔의 길을 함께 가는 것을 절대로 

중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건배!”  

  

뉴욕의 해밀턴 소재 굿 네이처 팜 브루어리 앤 탭 룸(Good Nature Farm Brewery & Tap 

Room)의 Matt Whalen 공동 창업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뉴욕주 최고의 맥주 

대회가 될 이 대회에서 메달을 수상한 양조장들 모두에게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매우 

경쟁이 심한 카테고리에서 우리 맥주를 인정해 주셔서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대회는 우리 맥주 양조업체들의 엄청난 작업량과 뉴욕주 농부들이 재배하는 맥주 재료의 

질에 대해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가 아는 한 가장 우호적인 업계 중 하나인 

것으로 입증 된 맥주 업계의 이 대회에 참가하여 매년 경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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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 뉴욕주 전 지역에는 

340 개가 넘는 마이크로 맥주양조업체, 농장 양조업체, 레스토랑 양조업체 등이 있으며 

이 업계는 약 600 퍼센트 성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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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nysfair.ny.gov/competitions/how-to-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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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테마에 잘 나타나 있듯, 이 박람회의 사명은 “최고의 발견(FIND YOUR 

GREAT)”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뉴욕주 최고의 농산물을 소개하고 최고 수준의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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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 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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