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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행정부행정부행정부행정부, 그리스그리스그리스그리스 요구르트요구르트요구르트요구르트 시범시범시범시범 프로그램을프로그램을프로그램을프로그램을 위해위해위해위해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선정을선정을선정을선정을 촉구촉구촉구촉구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그의 행정부가 미국 농무부(USDA)에 걸러진 그리스 요구르트 시범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 뉴욕주를 선정하도록 촉구하고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뉴욕주 농업시장부 커미셔너 Darrel Aubertine이 USDA 장관 Tom Vilsack에게 보낸 서한은 시범 

프로그램을 위해 뉴욕주가 선정되기를 바라는 뉴욕주의 희망을 피력할 뿐만 아니라 USDA가 

단백질 점수 기준을 개정하여 그리스 요구르트의 영양가를 더 잘 반영할 것도 촉구하였습니다. 

 

“그리스 요구르트 제조에서 전국적인 리더로서 뉴욕주는 이 시범 프로그램을 실행하도록 당연히 

선정되어야 합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우리 주 정부는 비즈니스 성장의 장애물을 

철폐하기 위해 민간 부문과 제휴하고 있는 데 그 결과는 뉴욕주의 엄청난 요구르트 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맛있는 그리스 요구르트를 학교 식당들에 공급하면 우리 어린이들의 

건강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우리 학교들이 예산을 절약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진정한 

윈윈임을 입증하고자 합니다.” 

 

1월에 미국 농무부(USDA)는 그리스 요구르트를 학교 급식 프로그램에 포함하는 것의 비용 

효과성을 테스트하기 위한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뉴욕주는 주 

식품정책협의회와 농장-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이 시범 프로그램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지식과 인프라를 과시하였습니다. 이 시범 프로그램은 학교 급식을 위해 건강에 좋고 비용 

효과적인 식품 자격으로서 걸러진 그리스 요구르트를 포함시키는 이점을 증명할 것입니다. 걸러진 

그리스 요구르트는 걸러지지 않은 요구르트보다 온스당 당분, 탄수화물, 나트륨 및 유당은 적고 

단백질은 많기 때문에 영양적 이점이 더 높습니다. USDA가 걸러진 그리스 요구르트의 더 높은 

단백질 함량을 인정하면 걸러진 그리스 요구르트를 제공하는 학교는 4온스 컵당 $.02-$.20를 

절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구르트 생산을 위한 뉴욕주의 유리한 환경의 결과로 우리 주는 주 전역의 Chobani, Fage, Alpina 및 

Mueller-Quaker 같은 공장으로 걸러진 그리스 요구르트 생산에서 미국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지난 

5년 사이에 뉴욕주의 요구르트 공장들은 숫자와 생산량에서 2배 이상 늘어났으며 우유 생산량은 

근 8억 5000만 파운드 성장하였습니다. 작년 주 최초의 요구르트 서밋 후에 Cuomo 지사는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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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량을 늘리면서 뉴욕주 낙농민을 위해 비용을 낮추기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표하였습니다.  

 

USDA 시범 프로그램은 공사립 비영리 학교에 급식을 제공하는 전국 학교중식 프로그램 및 

학교조식 프로그램에 속할 것입니다.  

 

USDA 장관 Vilsack에게 보낸 커미셔너 Aubertine의 서한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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