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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지역지역지역지역 농민농민농민농민 시장과시장과시장과시장과 음료음료음료음료 사업을사업을사업을사업을 지원하기지원하기지원하기지원하기 위해위해위해위해 뉴요커들에게뉴요커들에게뉴요커들에게뉴요커들에게 OPEN.NY.GOV 사용을사용을사용을사용을 

장려장려장려장려 
 

뉴요커들이뉴요커들이뉴요커들이뉴요커들이 지역지역지역지역 농민시장농민시장농민시장농민시장, 포도주포도주포도주포도주 양조장양조장양조장양조장, 맥주맥주맥주맥주 양조장양조장양조장양조장 및및및및 증류주증류주증류주증류주 양조장을양조장을양조장을양조장을 찾는찾는찾는찾는 것을것을것을것을 돕기돕기돕기돕기 위해위해위해위해 

Open.NY.Gov에에에에 새새새새 정보정보정보정보 추가추가추가추가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뉴요커들이 자신의 집 인근의 농민시장, 포도주 양조장, 맥주 

양조장 및 증류주 양조장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새 정보가 주의 새로운 종합 데이터 

투명성 웹사이트에 추가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여름이 다가온 이 때에 본인은 뉴요커들이 지역 농민시장에서 신선한 농산물을 고르고, 지역 맥주 

양조장에서 잔을 들거나 동네 포도원을 방문하여 우리 주의 성장하는 농업, 관광업 및 음료 산업을 

지원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주정부는 이제 지역 농민시장, 

포도주 양조장, 맥주 양조장 및 증류주 양조장에 대한 폭넓은 정보를 open.ny.gov에서 제공하여 

뉴요커, 관광 관리들 및 지역 정부가 우리 주의 소기업에 새 고객을 데려오도록 돕고 있습니다.” 

 

3월에 주지사는 뉴욕주 기관, 지자체 및 연방 정부의 데이터에 대한 사용자 친화적 원스톱 

액세스를 처음으로 제공하기 위해 open.ny.gov를 출범시켰습니다. 이 웹사이트는 경제 개발, 건강, 

레크레이션 및 공공 서비스 정보를 제공합니다. 

 

“점점 더 많은 소비자들이 현지에서 생산된 신선한 제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라고 Oyster Bay 

Brewing Company의 소유주인 Gabe Haim이 말했습니다. “이 새 대화형 지도는 우리 같은 소규모 

양조장들이 우리의 시설로 바로 찾아오는 안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뉴욕주 전역의 농민시장에서 

우리 제품을 시음하고 구입할 수 있는 장소도 안내함으로써 수요를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New York City Brewers Guild의 회원들이 만든 모든 장인 맥주를 즐기는데서 부터 우리의 

Albany 바로 북쪽에 있는 Shmaltz Brewing의 새 생산 설비 방문과 전주의 농민시장에서 제품 시음 및 

구입에 이르기까지 열정적 소기업으로부터 더 좋은 맥주를 찾는 늘어나는 애호가들은 

Open.NY.Gov를 둘러보고 와서 우리와 함께 잔을 들어야 합니다”라고 Shmaltz Brewing Company 

사장 겸 NYC Brewers Guild 회장인 Jeremy Cowan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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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시장 데이터세트는 지역 농민시장의 운영 시간 및 위치에 대한 상세 정보뿐만 아니라 시장 

관리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도 포함합니다.  

농민시장 데이터세트: https://data.ny.gov/Economic-Development/Farmers-Markets-in-New-York-

State-Map/gfni-eg8a 

농민시장 지도: https://data.ny.gov/Economic-Development/Farmers-Markets-in-New-York-

State/qq4h-8p86 

 

포도주 양조장, 맥주 양조장 및 증류주 양조장 데이터베이스는 포도주 양조장, 맥주 양조장 및 

증류주 양조장의 운영 시간 및 위치에 대한 상세 정보뿐만 아니라 관련 연락처 정보도 포함합니다.  

포도주 양조장, 맥주 양조장 및 증류주 양조장 데이터세트: https://data.ny.gov/Economic-

Development/Liquor-Authority-Quarterly-List-of-Active-Licenses/hrvs-fxs2 

포도주 양조장, 맥주 양조장 및 증류주 양조장 지도: https://data.ny.gov/Economic-

Development/Wineries-Breweries-and-Distilleries-Map/c2hv-vmqn 

 

찾아가기 전에 운영 시간과 위치를 확인하려면 지역 시장 또는 양조장에 문의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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