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4년 2월 28일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뉴욕뉴욕뉴욕뉴욕 국제국제국제국제 요식산업요식산업요식산업요식산업 박람회에박람회에박람회에박람회에 TASTE NY EXPERIENCE 참가참가참가참가 발표발표발표발표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3월 2일 일요일부터 3월 4일 화요일까지 전국 최대의 요식산업 

박람회 중 하나인 뉴욕 국제 요식산업 박람회에 Taste NY가 참가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뉴욕시 Jacob K. Javits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이 업계 대상 행사에는 뉴욕주의 75개 이상 벤더를 

포함하여 전세계 약 550개 벤더가 참가합니다. 운영자, 케이터러, 베이커 및 쉐프를 포함하여 식당 

및 접객업의 대표자들이 전세계 식품의 최근 혁신을 확인하기 위해 참석할 것입니다.  

 

“뉴욕주는 전세계 최고의 식음료를 만드는 데 이제 미국 최대의 식품 박람회 중 하나에서 그것들이 

전시될 것 입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Taste NY 캠페인은 더욱 더 많은 뉴요커들과 

관광객들이 우리 주에서 재배된 제품을 시험하도록 장려하였습니다. 이 박람회에 뉴욕주 참가는 

그러한 노력을 토대로 하며 번영하는 우리 주 농업을 지속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뉴욕주 요식협회 회장 겸 CEO인 Melissa Autilio Fleischut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NYS 

요식협회는 식당들이 경쟁이 치열한 이 시장에서 성공하도록 돕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지 

조달 제품들은 요식 산업에서 가장 뜨거운 추세 중 하나인데 이 박람회에 Taste NY 프로그램을 

출품하는 것은 수 천명의 요식업자들이 그들의 비즈니스를 위해 로컬 푸드와 음료에 대해 배우고, 

맛보며, 구입 및 조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국제 요식산업 박람회 부회장 Ron Mathews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엄청나게 중요한 

박람회를 지속적으로 지원해주신 Cuomo 지사님과 Taste NY 프로그램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뉴욕주의 본 행사 참가는 이것이 진정 엠파이어 스테이트의 농업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세계 

업계 리더들에게 보내는 데, 그것은 진지하게 받아들여져야 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이 행사에서 Taste NY과 제휴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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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요식업요식업요식업 박람회에서의박람회에서의박람회에서의박람회에서의 Taste NY:  

 

Taste NY 프로그램 요원들은 본 행사에 3일 전부 참석하여 뉴욕주 식당을 위한 Pride of NY 서약과 

Pride of NY 라벨링 프로그램에 가입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참석자들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Taste NY 요원들은 향후의 Taste NY 행사에 참가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현재 뉴욕주 농업시장부는 특별 이벤트, 관광 목적지, 축제 및/또는 품평회 같은 향후의 Taste NY 

행사 참가에 관심 있는 뉴욕주 식음료 공급업자 및 출장 요식업자들로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상세한 지원을 위해 이메일을 TasteNY@agriculture.ny.gov로 보내주십시오.  

 

Pride of NY 시장시장시장시장:  

 

Taste NY 배너 아래의 뉴욕주 라벨링 프로그램인 Pride of NY에서는 33 벤더들이 자신이 지정한 

시장에서 자신의 제품에 Pride of NY 로고를 달 것입니다. 그 시장은 New York Wine and Grape 

Foundation이 공동 주최합니다. 이러한 회사들로는 Beth’s Farm Kitchen (Stuyvesant Falls), Catskill 

Distilling Company (Bethel), Empire Brewing Company (Syracuse), Dr. Frank Vinifera Wine Cellars 

(Hammondsport), Saratoga Spring Water Company (Saratoga Springs), Red Jacket Orchards (Geneva) 및 

The Ravioli Store (Long Island City) 등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45개의 뉴욕주 식음료 회사들이 본 

행사 중에 Javits Center에 위치할 것입니다.  

 

뉴욕 와인 및 포도 재단(New York Wine and Grape Foundation)의 Jim Trezise 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국제 요식산업 박람회는 Taste NY Experience를 홍보하기에 완벽한 

장소입니다. 25개 이상의 뉴욕주 와인, 크래프트 맥주 및 증류주, 다양한 식품 생산자들을 위한 

특별 코너가 있습니다. 이들은 개별적으로 자신이 뉴욕주에서 재배하고 만든 고급 제품들을 

자랑스럽게 선보일 것입니다. 뉴욕시, 뉴욕주의 다른 지역 및 다른 주들에서 온 요식업자들은 바로 

우리가 도달하기 원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뉴욕주를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2014 농장농장농장농장-도시도시도시도시 엑스포엑스포엑스포엑스포: 

 

2014 농장-도시 엑스포가 3월 4일 화요일에 레스토랑쇼에서 오전 11시~오후 4:30에 개최될 

것입니다. 이 엑스포는 뉴욕주 농업시장부, Empire State Development, 코넬대학교 

농학생명과학대학 및 Edible Magazine이 주최합니다.  

 

이 행사에서는 로컬 시푸드 및 육류 구입으로부터 식품 산업의 혁신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초점을 맞춘 다수의 토론회가 열릴 것입니다. 또한 이 엑스포에서 뉴욕주 농업시장부장 대행 

Richard Ball은 여러 뉴욕시 식당 대표자들과 함께 Pride of NY 서약서에 서명할 것입니다. 2013년 

10월에 Cuomo 지사가 Taste NY 프로그램의 한 요소로 발표한 Pride of NY 서약서는 식당 및 

주방장이 뉴욕주 식음료 생산자들의 제품을 포함하여 뉴욕주에서 재배 및 제조된 제품과 재료의 

조달을 10% 이상 늘릴 계획임을 인증합니다. 서약을 하려면 www.taste.ny.gov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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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농업시장부장 대행 Richard A. Ball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연례 레스토랑쇼는 

요식업자들이 포도주로부터 빵 및 육류와 증류주에 이르기까지의 신제품을 볼 기회를 제공합니다. 

뉴욕시의 이 큰 행사에 Taste NY 농산품이 총출동할 것인데 본인은 그것을 직접 보기를 

기대합니다.”  

 

ESD의 사장, CEO 겸 커미셔너인 Kenneth Adams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Cuomo 지사는 취임 

이래 농업을 진흥시키고 식품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 일련의 프로젝트를 실시해 왔습니다. 

그것이 Taste NY을 통한 우리 주의 로컬 제품 홍보이든 푸드 엑스포에서 지역 생산자와 현지 

업소들을 더 잘 연결하는 것이든 우리는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현지 재배 농장 제품의 수요를 

증대하고, 농업 관련 관광을 늘려 뉴욕주 전역에 일자리 창출을 촉발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뉴욕 국제 요식산업 박람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internationalrestaurantny.com을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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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