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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2019 년 뉴욕 와인 클래식(2019 NEW YORK WINE CLASSIC) 수상
기업 축하

세계적인 수준의 뉴욕산 와인을 선보이는 제 34 회 연례 대회
식스 마일 크릭 빈야드(Six Mile Creek Vineyard)에 주지사의 컵(Governor's Cup)
수여
와그너 빈야드(Wagner Vineyards)이 올해의 와이너리로 선정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제 34 회 뉴욕 와인 클래식(34th New York Wine
Classic)의 수상 기업들을 발표했습니다. 뉴욕 와인 클래식은 뉴욕 와인 및 포도
재단(New York Wine & Grape Foundation)이 진행하는 전국적인 명성을 지닌 연례
대회로, 뉴욕산 와인 중 최고의 제품을 선보입니다. 클래식(Classic) 대회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인 주지사 컵(Governor's Cup)은 올해 핑거 레이크스 지역에 위치한 식스 마일
크릭 빈야드(Six Mile Creek Vineyard)의 2016 년 카베르네 프랑(Cabernet Franc)에
돌아갔습니다. 또한 핑거 레이크스 지역의 와그너 빈야드(Wagner Vineyards)가 '올해의
와이너리(Winery of the Year)' 상을 받았습니다. 과일이나 꿀로 만든 와인에 수여되는
스페셜티 와인 챔피언(Specialty Wine Champion) 상은 존슨 에스테이트
와이너리(Johnson Estate Winery)의 패셔네이트 피치(Passionate Peach) 과일주가
수상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와인 클래식(New York Wine Classic)의
수상자들은 최고의 뉴욕 와이너리입니다. 이러한 수상 와인을 만들기 위해 활용한
혁신적이고 고품질의 생산 방식을 높게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뉴욕은 이러한
성과를 이룬 와이너리와 포도 농부를 지원할 수 있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우리의 관광산업과 뉴욕의 농업 산업에 매우 중요한 구성요소입니다. 우리는
우리 와인을 직접 경험해보기 위해 각지에서 뉴욕을 방문해주신 와인 애호가들을
맞이할 수 있어 매우 기쁩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최고의 와인 양조장 및 사과주
양조장들의 본거지입니다. 뉴욕 와인 클래식(New York Wine Classic)은 우리 지역
생산자들이 생산한 최고의 음료를 선보입니다. 산업에 대한 뉴욕주 정부의 투자를 통해,

우리는 생산업자 및 와이너리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은으로 만든 대형 잔인 주지사의 컵(Governor's Cup)은 뉴욕 와인 클래식(New York Wine
Classic)의 모든 참가자 중 "베스트 오브 쇼(Best of Show)" 또는 최고상을 의미합니다.
"올해의 와이너리(Winery of the Year)" 상은 참가자 수준 및 수상 개수를 기준으로
전반적으로 최고의 성과를 보여준 와이너리에 수여합니다. 주지사의 컵(Governor's Cup)
및 올해의 와이너리(Winery of the Year) 수상자는 이번 여름 하순에 열리는 특별 행사에서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뉴욕 와인 대회의 "아카데미상(The Oscars)"으로 알려져 있는 뉴욕 와인 클래식(New
York Wine Classic)에는 뉴욕주 전역의 458 개 이상의 와이너리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와인 경연 대회는 삼 일간 뉴욕 왓킨스 클렌에서 열렸으며, 뉴욕주 전역의 113 개
와이너리에서 883 개 제품을 출품했습니다. 뉴욕주 및 전 세계 전문가 심사위원 20 명
이상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총 더블 골드 메달 31 개, 골드 메달 56 개, 실버 메달
287 개, 브론즈 메달 320 개를 수여했습니다.
뉴욕 와인 앤 그레이프 파운데이션(New York Wine & Grape Foundation)의 Samuel
Filler 사무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와인 클래식(New York Wine Classic)은 최고의 뉴욕산 와인이라는 영예를
수여하는 최대 연례 행사의 하나입니다. 올해의 결과는 우리를 전율하게 만들었습니다.
클래식(Classic)과 우리의 연례 행사인 뉴욕 드링크 뉴욕(NY Drinks NY)은 뉴욕이
진정으로 흥미롭고 혁신적인 와인 생산지로 빛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할 것입니다."
주지사는 또한 와인 부문에서 다음과 같은 "분야별 최우수상"과 "클래스 최우수상" 수상
제품들을 발표했습니다.
"분야별 최우수상 (Best of Category)" 수상 제품 명단:
베스트 스파클링 와인(Best Sparkling Wine)
하브스 빈야드(Harbes Vineyard), 블랑 드 블랑(Blanc de Blancs)
베스트 화이트 와인(Best White Wine)
와그너 빈야드(Wagner Vineyards), 2017 드라이 리슬링(Dry Riesling), 자가 경작 포도
베스트 로제 와인(Best Rosé Wine)
커피 폿 셀라스(Coffee Pot Cellars), 2018 로제(Rosé)
베스트 레드 와인(Best Red Wine)
식스 마일 크릭 빈야드(Six Mile Creek Vineyard), 2016 카베르네 프랑(Cabernet Franc)

베스트 디저트 와인(Best Dessert Wine)
빈야드 뷰 와이너리(Vineyard View Winery), 2017 아이스 와인(Ice Wine)
"클래스 최우수상(Best of Class)"은 최소 7 개의 와인으로 구성된 클래스의 더블 골드
메달 또는 골드 메달 수상 와인에 주어집니다.
베스트 오크드 샤도네이(Best Oaked Chardonnay)
리브 셀라스(Lieb Cellars), 2018 샤도네이(Chardonnay)
베스트 언오크드 샤도네이(Best Unoaked Chardonnay)
토로 런 와이너리(Toro Run Winery), 2018 샤도네이(Chardonnay), 자가 경작 포도
베스트 샤도네이(Best Overall Chardonnay)
리브 셀라스(Lieb Cellars), 2018 샤도네이(Chardonnay)
베스트 게뷔르츠트라미너(Best Gewurztraminer)
셀드레이크 포인트 와이너리(Sheldrake Point Winery), 2017
게뷔르츠트라미너(Gewurztraminer), 자가 경작 포도
베스트 드라이 리슬링(Best Dry Riesling)
와그너 빈야드(Wagner Vineyards), 2017 드라이 리슬링(Dry Riesling), 자가 경작 포도
베스트 미디움 바디 리슬링(Best Medium Dry Riesling)
베이팅 할로우 팜 빈야드(Baiting Hollow Farm Vineyard), 2015 리슬링(Riesling)
베스트 미디움 스위트 리슬링(Best Medium Sweet Riesling)
안소니 로드 와인 컴퍼니(Anthony Road Wine Company), 2015 리슬링(Riesling)
베스트 리슬링(Best Overall Riesling)
와그너 빈야드(Wagner Vineyards), 2017 드라이 리슬링(Dry Riesling), 자가 경작 포도
최우수 피노 그리스
더 렌즈 와이너리(The Lenz Winery), 2015 피노 그리스(Pinot Gris)
베스트 쇼비뇽 블랑(Best Sauvignon Blanc)
호스머 와이너리(Hosmer Winery), 2018 쇼비뇽 블랑(Sauvignon Blanc)
베스트 기타 하이브리드 화이트 버라이어틀(Best Other Hybrid White Varietal)
디어 런 와이너리(Deer Run Winery), 아로멜라(Aromella)

베스트 기타 네이티브 화이트 버라이어틀(Best Other Native White Varietal)
레이크우드 빈야드(Lakewood Vineyards), 2018 나이아가라(Niagara)
최우수 로제 와인
커피 폿 셀라스(Coffee Pot Cellars), 2018 로제(Rosé)
베스트 카베르네 쇼비뇽(Best Cabernet Sauvignon)
더 렌즈 와이너리(The Lenz Winery), 2013 카베르네 쇼비뇽(Cabernet Sauvignon)
최우수 메를로
클로비스 포인트(Clovis Point), 2015 빈트너스 셀렉트 메를로(Vintners Select Merlot)
베스트 카베르네 프랑(Best Cabernet Franc)
식스 마일 크릭 빈야드(Six Mile Creek Vineyard), 2016 카베르네 프랑(Cabernet Franc)
베스트 마케트(Best Marquette)
빅토리 뷰 빈야드(Victory View Vineyard), 2015 인디펜던스(Independence)
베스트 쉬라(Best Syrah)
하브스 빈야드(Harbes Vineyard), 2015 쉬라(Syrah)
최우수 레드 비니페라 블렌드
오스프레이스 도미니언 빈야드(Osprey's Dominion Vineyards), 2013 플라이트
메리티지(Flight Meritage), 자가 경작 포도
베스트 기타 레드 비니페라 버라이어틀(Best Other Red Vinifera Varietal)
클로비스 포인트(Clovis Point), 2017 쁘띠 베르도(Petit Verdot)
베스트 기타 레드 하이브리드 버라이어틀(Best Other Red Hybrid Varietal)
벡커 농장(Becker Farms)의 비즈카라 빈야드(Vizcarra Vineyards), 2018 퀘이커 레드
루전(Quaker Red Rougeon)
베스트 레드 블레드(Best Red Blend)(논 비니페라(Non-Vinifera))
몬테즈마 와이너리(Montezuma Winery), NV 캔버스백 레드(NV Canvasback Red)
최우수 레이트 하베스트 와인
콜로카 에스테이트 와이너리(Colloca Estate Winery), 2017 돌체 리슬링 레이크 이펙트
빈야드®(Dolce Riesling Lake Effect Vineyard ®)

베스트 아이스 와인(Best Ice Wine)
빈야드 뷰 와이너리(Vineyard View Winery), 2017 아이스 와인(Ice Wine)
베스트 전통방식 제조 스파클링(Best Traditional Method Sparkling)
하브스 빈야드(Harbes Vineyard), 블랑 드 블랑(Blanc de Blancs)
베스트 탄산 주입 방식 스파클링(Best Forced Carbonation Method Sparkling)
터그 힐 빈야드(Tug Hill Vineyards), 2018 버블리 블러시(Bubbly Blush)
베스트 주정강화 와인(Best Fortified Wine)
안옐라스 빈야드(Anyela's Vineyards), 2009 파이널 어프로치(Final Approach)
최우수 과일 와인
존슨 에스테이트 와이너리 유한회사(Johnson Estate Winery LLC), 패셔네이트
피치(Passionate Peach)
뉴욕주 농업시장부(New York State Agriculture and Markets)의 Richard A. Ball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와인 클래식(New York Wine Classic)의 모든
수상자 및 참가자께 축하를 드립니다. 이 권위 있는 연례 대회를 통해 뉴욕주에서
늘어나고 있는 세계적 수준의 와이너리를 비롯해, 독특한 품종 상품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를 생산하는 우리의 농업 지역사회가 각광받게 됩니다. 우리 와인 산업에 대한
Cuomo 주지사의 지원으로 인해 오늘 시장에서 만나볼 수 있는 최고의 상품이 계속
생산될 수 있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의 사장 겸 최고경영자인
Howard Zemsky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와인 및 와이너리는
크래프트 음료 휴가를 계획하거나 이 떠오르는 산업이 어떻게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지지하는지 직접 보고 싶어 하는 방문객들에게 완벽한 장소입니다. 올해의 모든
수상자를 축하드립니다."
뉴욕주 주류관리청(New York State Liquor Authority)의 Vincent Bradley 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와인 클래식(New York Wine Classic) 대회는 뉴욕의
번창하는 와인 산업을 지지하고 촉진하기 위한 Cuomo 주지사의 계속된 노력을 잘
보여줍니다. 저는 세계적 수준의 와인을 생산하고 뉴욕주 전역의 지역사회에서 막대한
경제적 영향력을 생성한 모든 오늘의 수상자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식스 마일 크릭 빈야드(Six Mile Creek Vineyard)의 소유주인 Mark Renodin 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곳 식스 마일 크릭 빈야드(Six Mile Creek Vineyard)의 우리는 주지사의
컵(Governor's Cup)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저의 아내 Amy 와 제가 사 년 전
식스 마일 크릭(Six Mile Creek)을 인수했을 때, 저희는 와인과 핑거 레이크스 전체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에게 이것은 훌륭한 와인을 만들겠다는 우리의
목표가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양조 책임자인 Paul King 을
비롯해 오늘의 성과를 가능하게 만들어 준 모든 직원에게 감사하고 싶습니다."
와그너 크릭 빈야드(Wagner Creek Vineyard)의 소유주인 John Wagner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올해의 뉴욕 와인 클래식(New York Wine Classic)에서 올해의
와이너리(Winery of the Year)라는 영예를 얻게 되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팀은
지금까지 40 년 동안 지치지 않고 최고를 추구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와그너
빈야드(Wagner Vineyards)의 노력을 기념하는 최고의 순간입니다!"
2019 년 클래식(Classic)의 전체 수상 결과 명단을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지사로 취임한 이후, Cuomo 주지사는 뉴욕의 수제 음료 산업을 키우고 새로운 법률,
규제 개혁, 혁신적인 프로그램, 홍보 캠페인 등을 통해 전례가 없는 성장을 위한 활동을
선도해왔습니다. 현재 뉴욕주 전역에는 생산 허가를 받은 458 곳의 와이너리가 있으며,
이중 361 곳은 농장 와이너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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