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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쇼핑객들에게쇼핑객들에게쇼핑객들에게쇼핑객들에게 PRIDE OF NY 웹사이트를웹사이트를웹사이트를웹사이트를 이용하여이용하여이용하여이용하여 이번이번이번이번 주말주말주말주말 부활절을부활절을부활절을부활절을 위한위한위한위한 뉴욕산뉴욕산뉴욕산뉴욕산 

제품을제품을제품을제품을 검색하도록검색하도록검색하도록검색하도록 하다하다하다하다 

 

Pride of NY은 현지에서 재배 및 생산된 식음료품에 뉴욕주 공식 라벨링을 붙이는 프로그램입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부활절 선물 마련을 위해 Pride of NY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뉴욕산 

제품을 구매하고 식음료 쇼핑 시 “Pride of NY” 라벨을 찾을 것을 뉴욕주민들에게 요청하였습니다.  

 

“이번 주말은 부활절 휴일을 기리기 위해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날이므로 이곳 뉴욕에서 

재배되고 생산된 많은 최고의 제품들을 이용해주실 것을 뉴욕주민께 부탁 드립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 쇼핑할 때 ‘Pride of NY’ 라벨이 부착된 제품을 고르도록 하시고 

우리 뉴욕주의 소기업, 농장 및 지역 커뮤니티를 지원해주십시오.” 

 

www.prideofny.com에 마련된 새로 개조된 뉴욕주의 Pride of NY 웹사이트를 이용하면 현재에서 

재배되고 생산된 최고의 뉴욕주 식음료품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Fairport에 자리한 Casa Larga의 

와인, Troy에 자리한 수상 경력에 빛나는 Brown’s Brewing Co.의 크래프트 비어에서 부활절 계란 

사냥에 이상적인 Stewart’s Shops, 어린이의 부활절 바구니에 가장 잘 어울리는 메이플 캔디 제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제품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웹사이트에서는 사용자 친화적인 포맷으로 제작된 뉴욕주 농업시장부 데이터베이스를 

구체적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검색을 하려면 먼저 빵 제품, 낙농품, 육류 및 가금류, 해산물 같은 

주요 카테고리에서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찾고 있는 상업 분야, 즉, 소매 아울렛, 식당, 농장, 

제조업체 또는 기타 여러 분류를 선택합니다. 이어서 우편번호를 입력하고 이동할 거리를 

선택합니다. 해당 판매 장소까지 직접 찾아가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추가 옵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웹사이트에서는 각 업소의 주소와 연락 정보가 포함된 다양한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 지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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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트도 제공합니다.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Pride of New York” 프로그램의 3,000여 회원들과 함께 

수 많은 다른 농사업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주 농무부 대리 장관인 Richard A. Ball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에 자리한 일부 최우수 

농업생산자들은 우리 Pride of New York 프로그램의 회원입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오늘 부활절 

연휴 기간 동안에 꼭 맞는 맛있는 식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웹사이트와 제품을 

확인하시고, 오늘 Pride of NY를 통해서 뉴욕 농업에 대한 성원을 보내주십시오.” 

 

“Pride of New York”은 뉴욕주 식음료 및 농업 제품의 판촉을 위해 마련된 주정부 브랜딩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Cuomo 지사의 Taste NY 캠페인의 중요한 요소로서 뉴욕주민들을 

우리 주에서 재배되고 생산된 최고의 제품을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013년 10월, Cuomo 

지사는 뉴욕주 전역에 있는 식당과 요리사들이 뉴욕주 제품 사용을 10% 이상 늘리도록 장려하는 

새로운 캠페인으로 “Pride of New York” 서약을 발표하였습니다. 

 

“Pride of New York”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 정보를 원하시면 1-800-554-4501로 전화하거나 

www.prideofny.com을 방문하십시오. Pride of NY 프로그램에 가입하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https://www.prideofny.com/PONY/pdfs/PrideGenAp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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