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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가주지사가주지사가주지사가 새로운새로운새로운새로운 “TASTE NY” 가게가게가게가게 여름여름여름여름 런칭을런칭을런칭을런칭을 발표발표발표발표 

 

롱아일랜드의롱아일랜드의롱아일랜드의롱아일랜드의 와이너리는와이너리는와이너리는와이너리는 그랜드그랜드그랜드그랜드 센트럴센트럴센트럴센트럴 터미널에서터미널에서터미널에서터미널에서 상점을상점을상점을상점을 운영운영운영운영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메트로폴리탄 교통국 이사회가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에서 “Taste NY” ™ 

와인 및 식품 매장을 열고 실행할 업체의 선택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이 움직임은 세계적인 수준의 

무대에서 뉴욕 최고의 음식과 음료의 위치를 높이는 또 다른 중요한 단계가 될 것입니다. MTA 직원은 지난 

10 월 시작 경쟁을 통해 제안을 검토 한 결과, 롱 아일랜드의 North Fork에 위치한 One Woman Wines & 

Vineyards of Southold을 추천하였습니다. 

 

“최대 75 만 명의 사람들은 매일 그랜드 센트럴을 통과합니다. 이곳은 새로운 고객에게 뉴욕의 세계적인 

수준의 음식과 와인을 강조 할 수 있는 완벽한 장소입니다 “라고 Cuomo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널리 

이용되고 교통의 허브인 이곳에서 뉴욕의 최고의 음식과 와인을 소개하는 것은 우리 지역의 생산자의 

사업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를 통하여 지역 사회의 관광 및 경제 활동을 

증가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나는 여행자들이 그랜드 센트럴의 개점을 살펴보고 뉴욕 주에서 느끼지 

못했던 것을 경험하기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 

 

가게는 트랙 37로부터 걸쳐 빌트모어 룸에 인접한 터미널의 서쪽에 공간 460 평방 피트 가량을 차지할 

것입니다. 가게는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에서 현재 사용 가능한 소매 상품의 품질을 보완하는 “Taste NY” 

마케팅 캠페인에 의해 지원 될 것입니다.  

 

One Woman Wines & Vineyards는 10불에서 100불에 수준의 뉴욕 주에서 생산 된 와인과 음식 품목을 

다양하게 전시할 계획이다. 다른 제품으로는 Brooklyn 양조장 및 Hudson Baby Bourbon의 맥주와 McLure의 

Baldwin Hill 등 국가 차원의 식품 납품업자의 제품이 포함됩니다.  

 

소유자인 Claudia Purita는 이탈리아 칼라브리아의 그녀의 가족의 농장에서 재배한 지속 가능성과 자기 

신뢰를 강하게 믿고 있습니다. Purita는 2004년 롱 아일랜드에서 “wine country”를 열기 전에 레스토랑 

업계에서 몇 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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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뉴욕에 기반을 둔 이 독특한 와이너리가 “Taste NY”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 개발의 MTA의 이사 Nancy Marshall이 말했습니다. “One Woman’s Wines 

& Vineyards’ 제안은 이미 터미널에서 제공하고 있는 쇼핑과 식사의 기존 품질 수준과 뉴욕의 농업과 농장 

기반의 음식을 홍보하기 위해 뉴욕의 임무와도 일치합니다.”  

 

“Taste NY” 스타일이 증축을 시작할 때까지 상점의 부지는 현재 파피루스, 카드 및 문구점에 의해 사용되고 

있고 그것은 월별 계약으로 남아 있습니다. 상점은 2014 년 8 월에 열 예정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수십 년 뉴욕 최대의 관광 캠페인의 일환으로 뉴욕의 음식과 음료 산업을 확대하고 주 

전역에 걸쳐 농업 관련 산업을 촉진하기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2013년 5월 “Taste NY”을 시작했습니다.  

 

“Taste NY”상점은 작년 12 월에 LaGuardia 공항에서 그리고 Albany에서 남쪽으로 뉴욕 주 고속도로의 New 

Baltimore 휴게소에서 열립니다. “Taste NY”은 중요 행사장에 마련된 “Taste NY” 텐트, 교통 허브에 마련된 

“Taste NY” 매장 및 전용 웹사이트 www.taste.ny.gov를 포함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서 마케팅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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