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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4년 10월 28일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ENTHUSIAST MAGAZINE이이이이 선정한선정한선정한선정한 “올해의올해의올해의올해의 와인와인와인와인 생산지생산지생산지생산지”가가가가 뉴욕주임을뉴욕주임을뉴욕주임을뉴욕주임을 발표발표발표발표 

 

뉴욕뉴욕뉴욕뉴욕 와인이와인이와인이와인이 프랑스의프랑스의프랑스의프랑스의 샴페인샴페인샴페인샴페인, 이탈리아의이탈리아의이탈리아의이탈리아의 키안티키안티키안티키안티(Chianti), 워싱턴워싱턴워싱턴워싱턴 및및및및 캘리포니아캘리포니아캘리포니아캘리포니아 소노마의소노마의소노마의소노마의 레드레드레드레드 

마운틴보다마운틴보다마운틴보다마운틴보다 우수한우수한우수한우수한 것으로것으로것으로것으로 입증입증입증입증 

 

잡지는잡지는잡지는잡지는 수상수상수상수상 이유로이유로이유로이유로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행정부가행정부가행정부가행정부가 지정한지정한지정한지정한 와인의와인의와인의와인의 품질품질품질품질, 규제규제규제규제 기후기후기후기후 및및및및 업계의업계의업계의업계의 지원지원지원지원 인용인용인용인용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가 Wine Enthusiast 잡지에서 선정한 “올해의 와인 

지역”이라는 표제로 위상을 높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간행물은 특히 Cuomo 주지사의 지원으로 

지난 4년 동안 우수한 와인 품질, 산업의 대폭적 성장, 크게 향상된 비즈니스 환경을 인용했습니다. 

수상은 1월 26일 뉴욕 공공 도서관에서 열리는 Wine Star Awards 만찬회에서 발표 될 예정입니다.  

 

Cuomo 주지사는 “뉴욕은 Finger Lakes의 리슬링(Riesling)부터 Long Island의 쇼비뇽 블랑(Sauvignon 

Blanc) 또는 메를로(Merlot)까지 세계에서 가장 좋은 와인을 생산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4년 동안 낡은 규정을 정리하고, 우리 포도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업계 성공에 기여하는 실제 

파트너가 되기 위해 수제 음료 산업의 모든 분야에 종사하는 파트너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이 실질적인 성과에 대하여 와인 산업에 종사하는 뉴욕 시민들께 축하를 드립니다.” 

 

Wine Enthusiast 발행인 겸 에디터인 Adam Strum은 “뉴욕의 와인 산업은 와인의 품질, 와인 농장의 

수, 경제적 영향이라는 측면에서 지난 30년 동안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한 

긍정적 지표는 지난 4년 동안 엄청난 가속화를 통해 뉴욕주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유망한 

와인 생산지의 하나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취임 후, 뉴욕은 100개 이상의 농장 와이너리, 28개의 농장 와이너리 지사, 28개의 

신축 와이너리를 세웠습니다. 뉴욕은 56개 카운티에 37,000에이커의 포도원과 375개 이상의 

와이너리를 가진 전국에서 와인과 포도 생산국 중에서 세 번째로 가장 큰 지역입니다. New York 

Wine & Grape Foundation에서 의뢰한 최근 경제 영향 연구에 따르면 이 업계는 48억 달러의 경제적 

효과를 줄 것이며, 매년 530만여 명의 관광객들이 뉴욕주에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업계는 14억 달러에 달하는 임금과 함께 25,000개의 정규 일자리를 지원합니다. 뉴욕 와인의 품질도 

최근 몇 년 동안 실질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지난 한 해, 뉴욕의 와인 농장은 전 세계에 걸쳐 대회에서 

700여 개의 금메달을 수상했는 데 이것은 뉴욕주 역사상 1년 중 가장 많은 수상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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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는 법률 및 규제 변화 모두에 걸쳐 뉴욕주의 와인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2011년 7월 주지사는 농장 와이너리가 5개의 지사 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또한 서류 작업을 줄이고, 와이너리에 대한 자본 비용을 

절약하고, 와이너리가 더 많은 자선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게 독려하고, 와이너리 허가 범주를 

통합시켰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와인 산책로를 만들고 확장하는 동시에 도로변 농장 시장에서 

와인을 판매할 수 있게 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주지사는 지난 2년 동안 와인 산업이 놀라운 성장을 계속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와인 산업 대표자들이 주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모이는 Beer, Wine, Spirits & Cider Summits를 두 

차례나 개최했습니다. Summit에서 얻은 피드백을 통해 State Liquor Authority는 다음을 포함하여 

와인 농장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된 새로운 비즈니스 친화적 “산업 권고”를 여러 건 발표했습니다: 

• 동일한 위치에서 여러 개의 제조 사업자를 상대로 하는 판매 금지 조치 폐지 

• 수제업체들이 시음을 실시할 경우 병에 포장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 

• 제조업체의 마케팅 허가에 수수료 할인 

• 제조업체에 대한 사업자 허가서 신청 요구 사항 최소화  

• 와이너리 허가서의 유효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  

• 농장 와이너리 인허가업자의 1,000달러 계약 이행 보증서 취득 요건 폐지  

• 농장 와이너리가 시음 및 판매 행사를 위해 다른 와인 제품을 수송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법 해석을 채택함으로써 농장 와이너리의 비용 부담 감소 

• 모든 제품 배송을 한 번에 할 수 있게 허용함으로써 여러 개의 면허를 가진 제조업체 및 

도매업체의 비용 부담 감소  

주지사는 이곳 뉴욕에서 생산된 다양한 고급 식품과 음료를 빛나게 하는 뉴욕주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마케팅 프로그램 중 하나로 자리매김한 Taste NY도 만들었습니다. Taste NY는 뉴욕 

와인의 품질을 상업적으로 홍보했을 뿐 아니라 2013년 엄청난 포도 수확을 강조하는 또 다른 

영상을 제공합니다. 뉴욕주 와인은 LaGuardia 공항과 Grand Central 터미널의 Taste NY 매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Taconic에 위치한 Todd Hill의 주말 농장에서 만날 수 있는 Taste NY 

Market에서는 뉴욕주 와인이 전시됩니다. 뉴욕 와인은 New York City Wine & Food Festival, PGA 

Championship, Great New York State Fair 및 Saratoga Race Course의 연례 미팅 등 Taste NY에서 

후원하는 고급 프로필 이벤트에서 전시됩니다.  

 

1985년에 전 주지사인 Mario M. Cuomo가 설립한 New York Wine & Grape Foundation의 지원은 이 

산업의 성장에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1985년 당시 뉴욕주에는 37개의 와이너리가 있었지만 

오늘날은 375개 이상의 와이너리가 있습니다.  

 

New York Wine & Grape Foundation 회장인 Jim Trezise는 “Wine Enthusiast의 Wine Star Awards에서 

“올해의 와인 생산지”라는 위상은 큰 영광이며 '뉴욕의 포도와 와인 산업이 품질, 생산성, 사회적 

책임 분야에서 세계적 리더임을 인정 받게 하는' 우리의 총체적 목표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1985년 우리의 산업을 위기에서 구한 전 주지사 Mario M. Cuomo의 헌신과,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함께 일한 우리 업계에 종사하는 수백여 명의 근로자들과, 세계적 수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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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담당한 Cornell University, 그리고 뉴욕주 역사 상 우리 산업을 위한 최고의 비즈니스 환경을 

만든 Andrew M. Cuomo 주지사와 그의 행정부 덕택입니다. 양당의 의원과 양당은 자신의 당에 대한 

강력한 지원에 대한 신뢰를 나누는데, 특히 각자의 Agriculture Committees를 지휘하는 Patty Ritchie 

상원의원과 Bill Magee 하원의원이 그런 분들입니다. 우리가 뉴욕 와인을 자랑스러워하는 것만큼, 

뉴욕이 진정으로 세계적 수준의 와인 생산지라는 이 권위적인 위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 많은 

분들의 노고에 자부심을 갖습니다. 이것은 30년 동안 쌓아온 성과입니다!” 

 

Cornell University College of Agriculture & Life Sciences의 Ronald P. Lynch 학장인 Kathryn J. Boor는 

“Cornell University의 College of Agriculture & Life Sciences는 뉴욕주에서 이 번성하는 산업에 대한 

노력과 헌신을 통해 국제적 위상을 달성할 수 있게 해준 재배, 양조, 기업가, 정책 입안자, 모든 이해 

관계자에게 축하를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노력을 지원하고 진행하기 위해 

연구, 교육 및 연장 프로그램의 분야에 걸쳐 이러한 노력의 파트너가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여러분의 지속적인 노력과 협력을 기대합니다.” 

 

New York Farm Bureau 국장 Dean Norton은 “뉴욕 와이너리 산업은 지난 몇 년 동안 대폭 

확장되었고, 성공의 대부분은 뉴욕 농장에서 생산되는 음료에 대한 급변하는 비즈니스 환경 및 

규제 개혁에서 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포도 재배자들은 전국 최고의 와인 중 일부를 생산하고 

전 세계가 즐길 훌륭한 상품을 제조합니다. 뉴욕주 와인 농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합니다.”  

 

Richard A. Ball 뉴욕주 농업부 국장은 “이 자리까지 오는 데 30년 이상 걸린 이 수상의 영예는 

공식적으로 뉴욕주가 와인 생산자들 중 국제적 리더로서 자리매김했음을 입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탄탄한 홍보, 고품질 재배, 규제 완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전문 산업을 

포함하는 훌륭한 협력관계를 통해 이룬 거대한 성과입니다. 이 믿을 수 없는 수상에 관여한 모든 

관계자들께 축하를 드립니다.” 

 

State Liquor Authority 의장 Dennis Rosen은 “Cuomo 주지사는 업계와 함께 협력함으로써 뉴욕의 

와인 생산자들이 수적으로뿐 아니라 위상, 창의성 및 우수성에서도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의 와인 지역으로 뽑힌 영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와인을 생산하고 

뉴욕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와인 생산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해준 우리의 와이너리, 와인 

생산자, 포도 재배자들의 노력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뉴욕주의 농장에서 생산된 음료 산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www.taste.ny.gov)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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