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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2016 주지사 컵(GOVERNOR’S CUP) 와인 대회 수상자 축하

뉴욕 주에서 세계 수준의 와인, 스프리츠와 과실주(Spirits and Ciders) 를 선보인 대회
뉴욕 주의 수제 음료 산업을 현대화시키기 위한 보완 조치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 주 Watkins Glen 에서 8 월 9 일과 10 일 개최된
31 번째 뉴욕 주 Wine & Food Classic 대회에서 2016 주지사 컵 수상자들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Classic 대회의 가장 권위있는 상인, 누구나 받고 싶어하는 주지사
컵 트로피는 Finger Lakes 지역 Billsboro Winery 의 2013 년산 Syrah 와인에게
수여되었습니다. 또한, “올해의 와인 양조장” 상은 동일한 Finger 호수 지역의 Keuka
Springs Vineyards 가 수상했습니다. “The Oscars”라고 알려진 뉴욕 주 와인 대회는 뉴욕
주 (Empire State)에서 생산되는 최고급의 와인, 과실주, 수제 스피리츠 음료를 Classic
대회에서 선보입니다. 이 발표는 뉴욕 주의 오래된 알코올 음료 관리법을 현대화시키는
뉴욕 주의 최근 조치에 이어서 나온 것입니다.
“롱아일랜드에서 Finger 호수 지역 사이의 뉴욕 주 포도원들이 미국에서 가장 좋은
품질의 와인들을 계속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라고 Cuomo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지난
6 년 동안, 뉴욕 주 정부는 쉬지 않고 이 와인 산업을 지원하고, 우리 모두가 가능하다고
믿었던 방식으로 와인 산업이 번창하도록 돕기 위해서 일했습니다. 오늘 공개 전시된
모든 제품은 이런 노력들이 확실히 꽃을 피운 제품들입니다. 저는 모든 주지사 컵
수상자들에게 축하드리고, 모든 뉴욕 주민들이 와인 구매시 뉴욕주 제품을 구매하시도록
격려하고 싶습니다.”
Classic 대회는 New York Wine & Grape Foundation 이 주최하고, 뉴욕 주 전 지역의
400 개 이상 뉴욕 주 와인 양조장에 문호가 개방되어 있습니다. 올해의 와인 대회는
다음과 같은 951 개의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롱아일랜드, Hudson Valley, Finger
Lakes, 뉴욕 주 서부지역을 포함한 여러 지역의 893 종류의 뉴욕 주 와인, 20 종류의 발효
과실주(hard ciders), 38 종류의 수제 스피리츠 음료(craft spirits).
New York Wine & Grape Foundation 이사장 Jim Trezise 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New
York Wine & Food Classic 대회는 심사위원의 질, 우수한 조직, 홍보 가치 차원에서 미국
전역의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뉴욕 주 와인 산업에 대한 Andrew Cuomo
주지사와 뉴욕 주 정부의 강력한 지원 뿐만 아니라 경쟁이 치열한 대회에서 우승한

수상자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Richard A. Ball 뉴욕 주 농업 및 시장부 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농업은 뉴욕 주에서
강력한 수제 음료 산업의 기반입니다. 우리에게는 세계적 수준의 생산자와 재배자가
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리더십과 성장하는 산업에 대한 강한 공약이 결부된 결과,
우리의 수제 음료 생산자들은 제품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며 성공해 왔습니다.
저는 그들이 앞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기대합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 사장 겸 CEO 이자 컨미셔너인 Howard Zemsky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016 주지사 컵 와인 대회 수상자들에게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뉴욕 주의
성장하는 수제 음료 산업을 지원하는 참가자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2010 년부터
2015 년사이에, 양조장의 음료 제조 고용인구는 30 퍼센트 증가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뉴욕 주가 제공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와인, 맥주, 스피리츠,
과실주에 대한 인식을 계속 확립함으로써 우리는 이 기조를 지속시킬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Vincent Bradley 뉴욕 주 주류국 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업계와 손잡고
협력함으로써, Cuomo 주지사는 뉴욕 주 와인 산업이 질과 양에서 엄청난 성장을
경험하도록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저는 뉴욕 주의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세계적인 수준의 와인을 생산하는 오늘의 모든 수상자들께 축하드립니다.”
수상 제품들은 런던에서 오신 심사위원 뿐만 아니라 미국 전 지역 22 명의 전문
심사위원들에 의해서 블라인드 시음을 통해 선정되었습니다. 심사위원으로는 유명
와인저서 작가, 레스토랑 경영자, 소매업주, 와인 전문 강사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심사위원단은 분야별 최우수상(Best of Category) 및 주지사 컵 수상 작품 선정을 위해
전체 22 명의 심사위원의 평가를 받은 기본상 제품과 우수 평점 와인을 우선
결정했습니다.
올해는 전체 71 개의 더블 골드, 106 개의 골드, 386 개의 실버, 250 개의 브론즈 메달이
수여되었습니다. 골드 메달의 경우 다수결로 결정되지만, 더블 골드 메달은
심사위원단의 만장일치로 결정됩니다.
또한 주지사는 2016 New York Wine & Food Classic 대회에서 다음과 같은 수상자를
발표했습니다.
‘분야별 최우수상 (Best of Category)’ 수상자 명단:
Best Sparkling WineSparkling Pointe Vineyards & Winery 2013 Brut, Methode Champenoise
Best White WineKeuka Spring Vineyards 2015 Gewürztraminer

Best Blush or Rosé Wine21 Brix Winery Ellatawba
Best Red WineBillsboro Winery 2013 Syrah
Best Dessert WineWolffer Estate Vineyard 2015 Descencia Botrytis Riesling/Chardonnay
‘클래스별 최우수상 (Best of Class)’ 수상자들:
클래스별 최우수상은 최소 10 개 와인으로 구성된 클래스의 더블 골드 또는 골드 메달
와인에 주어집니다.
Best Oaked ChardonnayWhitecliff Vineyard 2014 Reserve Chardonnay
Best Unoaked ChardonnayLieb Cellars 2015 Bridge Lane Chardonnay
Best GewürztraminerKeuka Spring Vineyards 2015 Gewürztraminer
Best Dry RieslingKeuka Spring Vineyards 2015 Humphreys Vineyard Riesling, Single Vineyard Series
Best Medium Dry RieslingDr. Konstantin Frank 2015 Riesling, Semi-Dry
Best Medium Sweet RieslingKeuka Spring Vineyards 2015 Semi Sweet Riesling
Best Sweet RieslingWagner Vineyards 2013 Riesling Select, Estate Grown & Bottled
Best Overall RieslingKeuka Spring Vineyards 2015 Semi Sweet Riesling
Best Pinot GrigioDuck Walk Vineyards 2015 Pinot Grigio
Best Other Vinifera White VarietalPalmer Vineyards 2015 Albariῆo
Best Vinifera White BlendBedell Cellars 2015 Taste White

Best Vinifera/Hybrid White BlendKeuka Spring Vineyards Celebrate
Best CayugaSwedish Hill Winery 2015 Cayuga White
Best SeyvalBenmarl Winery 2015 Seyval Blanc
Best TraminetteSeneca Shore Wine Cellars Traminette, Estate Bottled, DeMarco Vineyards
Best VidalJ.R. Dill Winery 2015 Vidal Blanc
Best Cold Climate White VarietalCoyote Moon Vineyards Brianna
Best Hybrid WhiteHazlitt 1852 Vineyard White Stag
Best NiagaraAmericana Vineyards Crystal Lake
Best Catawba21 Brix Winery Ellatawba
Best Native VarietalCoyote Moon Vineyards Fire Boat Red
Best Vinifera RoséWagner Vineyards 2015 Rosé of Cabernet Franc
Best Cabernet SauvignonOsprey’s Dominion Vineyards 2013 Cabernet Sauvignon Reserve
Best MerlotClovis Point Vineyard & Winery 2013 Vintner’s Select Merlot
Best Pinot NoirOsprey’s Dominion Vineyards 2014 Pinot Noir
Best Cabernet FrancKontokosta Winery 2013 Cabernet Franc

Best Other Red Vinifera VarietalInfluence Wines 2015 Malbec
Best SyrahBillsboro Winery 2013 Syrah
Best Vinifera Red BlendHarbes Vineyard 2014 Red Blend, Proprietor’s Reserve
Best Cold Climate Red VarietalTug Hill Vineyards White Out, Estate
Best Fruit WineCoyote Moon Vineyards Razzle Dazzle
Best CiderBrooklyn Cider House Half Sour
Best SpiritFinger Lakes Distilling McKenzie Bourbon Whisky
Best PortGoose Watch Winery 2015 Finale White Port
Best Late HarvestWolffer Estate Vineyard 2015 Descencia Botrytis Riesling/Chardonnay
Best Ice WineSheldrake Point Winery 2014 Riesling Ice Wine, Wild Ferment, Estate Bottled
Best Vinifera Sparkling WhiteSparkling Pointe Vineyards & Winery 2013 Brut, Methode Champenoise
Best Vinifera Sparkling PinkSparkling Pointe Vineyards & Winery 2013 Topaz Imperial, Methode Champenoise
Best Hybrid Sparkling WhiteSwedish Hill Winery Blanc de Blancs
포도 또는 꿀 이외의 과일들로부터 만들어진 수 많은 와인 중에서 일관된 품질을 인정
받은 제품에는 특별 와인 챔피언 (Specialty Wine Champion) 상이 주어졌습니다. 이 상은
Coyote Moon Vineyards Razzle Dazzle 에게 수여되었습니다. 100 상자 미만으로 생산
하는 와인을 위한 최우수 한정 생산 와인 상은 Finger Lakes Community College
Viticulture & Wine Tech Corp. 의 2015 년산 Dry Riesling 와인에게 돌아갔습니다.
2016 년 Classic 대회의 전체 결과를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취임 이래로 뉴욕 주 전 지역의 지역사회에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
개발의 주요 동력인 이 음료 산업을 더욱 지원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3
번의 성공적인 Wine, Beer, Spirits & Cider Summits 의 결과로, 뉴욕 주는 획기적인
계획을 시행하였고, 다수의 규제 개혁을 성사시켰으면, 음료와 농업 산업을 지원하고
성장시키는 법안을 제정했습니다.
올해, Cuomo 주지사와 의회 지도자들은 일요일의 조기 알코올 판매를 허용하고, 주류
판매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며, 양조장이 리필 용기에 와인을 팔 수 있도록 허용하고, 판매
신장을 위한 상식적인 규정 또한 포함하여, 뉴욕 주의 80 년된 알코올 음료 관리법을
현대화시키는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수공예 제품 생산자에 대한 과도한 요구사항과 수공예 제품 마케팅에 대한 제한사항을
완화시키기 위한 2014 년의 뉴욕 주 수공예 시행령 (Craft New York Act) 의 제정을
포함해서 지난 5 년 동안, 주지사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이 합의문이 만들어졌습니다.
2011 년부터, 뉴욕 주는 뉴욕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6 천만 달러 규모의 홍보 캠페인을
시작하였고, 향후 2 년간 와인 양조장, 증류주 양조장, 과실주양조장이 4 백만 달러
정도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알코올 생산 신용 (Alcohol Production Credit)을
확대하는 2 개의 농장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제조업 라이센스를 만들었습니다.
뉴욕 주는 이제 약 900 개의 와인 양조장, 맥주 양조장, 증류주 양조장, 과실주 양조장의
본거지입니다. 2011 년부터, 뉴욕 주에서 와인 양조 농가의 수는 2010 년의 195 군데에서
2010 년의 315 군데로 60 퍼센트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지사를 여는 와인 양조 농가의
수가 29 군데에서 67 군데로 131 퍼센트가 증가하였으며, 2014 년에 생긴 과실주
라이센스의 양조 농장 (farm cidery license)은 뉴욕 주에서 22 군데의 새로운 과실주 양조
농장으로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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