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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는주지사는주지사는주지사는 뉴욕뉴욕뉴욕뉴욕 주가주가주가주가 전국전국전국전국 요거트요거트요거트요거트 생산생산생산생산 최고최고최고최고 수준이라수준이라수준이라수준이라 발표발표발표발표  

 

2년년년년 연속으로연속으로연속으로연속으로 뉴욕은뉴욕은뉴욕은뉴욕은 미국미국미국미국 요거트의요거트의요거트의요거트의 수도의수도의수도의수도의 명예를명예를명예를명예를 얻었습니다얻었습니다얻었습니다얻었습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2년 연속으로 뉴욕이 미국의 요구르트 수도가 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예비 자료는 2013년 요거트를 7억 4천 1백만 파운드를 생산하였고 2012년에는 6억 

9천 5백만 파운드를 생산했다고 나타냅니다. USDA 국립 농업 통계 서비스에 따르면, 뉴욕은 

2012년에도 올랐던 요거트 생산 2013년 최고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뉴욕은 다시 한번 2013년 

요거트 5억 9천 1백만 만 파운드를 생산한 캘리포니아를 초과했습니다. 전체 국가를 대상으로, 

USDA-NASS는 2012년 44억 1천 6백 만 파운드 생산에서 2013년 47억 1천 8백만 생산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은 2013년 미국 전체 요거트 생산의 15.7 %를 차지했습니다.  

 

“2년 연속으로, 뉴욕 주는 미국의 요거트의 수도의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장의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뉴욕의 낙농 산업에 했던 것처럼 정부와 민간 부분의 협동 작품으로 경제 

활동에 긍정적인 결과를 주고 일자리와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또 다른 예입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뉴욕의 낙농가와 요거트 생산 업체들은 업계에서 작물의 크림 

역할을 하며, 그리고 다시 이 영광을 차지한 그들에게 축하를 보냅니다.” 

 

이 발표는 올해 뉴스에서 기인하며 2013년 뉴욕은 아이다호를 제치고 전국에서 제3위의 우유 생산 

지역입니다. 또한 2주 전에 발표한 낙농 산업을 위한 과일 준비의 최고 생산 업체 Agrana Fruit는 

Onondaga 카운티에 새로운 제조 및 유통 시설 건설을 완료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미 60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었고 완전히 가동될 때는 약 120명의 일자리와 5천 만 달러 시설에서 요거트를 위한 

모든 종류의 과일을 가공하고 뉴욕에서 재배한 과일도 포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사가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고 북미에서 고객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동북 지역에서 

50개 이상의 지역을 고려했으나 결국 뉴욕을 선택했습니다. 뉴욕주의 번영하는 요구르트 업계는 

Agrana의 결정에 주요 요인이었으며 뉴욕주는 물론 북동부 지역과 캐나다의 주요 요구르트 

업체들에게 생산 및 유통하기 위한 핵심적 장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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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계는 또한 주의 다른 부분의 성장을 촉진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Herkimer 

카운티에서 확장한 Feldmeier Equipment가 있습니다. 스테인리스 저장 및 처리 장비의 제조 

업체로서, Feldmeier의 확장은 Chobani 및 FAGE 등의 요거트 회사를 위한 더 많은 장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2013년, 뉴욕의 유제품 제조 업체는 약 9,470개의 일자리와 총 임금 5억 1천 3백만 달러였으며 이는 

2010년 7,759개의 일자리와 4억 달러의 총 임금에서 상승한 수치입니다. USDA-NASS에 따르면, 

뉴욕에 있는 우유의 마케팅 현금 영수증 금액은 2010년 22억 1천 만 달러에서 2013년 28억 5천 만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뉴욕은 낙농 분야의 다양성을 가진 주이며, 또한 국내에서 크림 치즈와 국가의 코티지 치즈의 

최고의 생산 지역이기도 합니다. 요거트 생산의 6.5% 증가뿐만 아니라, 두 개의 큰 낙농 공장은 

올해 안에 가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Cayuga Milk Ingredients(Cayuga 카운티)는 유제품 원료를 

생산하고 WNY Enterprises (Livingston 카운티)는 탈지와 크림 구성 요소를 만들기 위한 콜드 분리 

공정을 사용합니다.  

 

주 농업 국장 Richard A. Ball은 “여기 뉴욕에 있는 요거트 업계를 위한 Cuomo 주지사의 노력은 

국가에 우리를 3번째 우유 생산 지역으로 만들었고 낙농가를 도왔습니다. 뉴욕이 미국의 요거트의 

수도로 다시 인정 받았다는 사실은 기업 정부에 대한 주지사의 전략이 제대로 잘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의 증거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 회장, CEO 및 위원 Kenneth Adams는 “Cuomo 지사의 리더십 덕분에 요거트 

산업의 확장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주 전체에 가져오려는 우리의 요거트 제조 업체가 

번성하도록 격려합니다. 농업은 주 전반에 걸쳐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에 연료를 

공급하는 뉴욕의 가장 중요한 경제 엔진 중 하나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뉴욕 농장국 국장 Dean Norton은 “뉴욕이 최고의 요거트 생산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었다는 것은 

주의 낙농 산업에 대한 좋은 소식입니다. 생산의 급증은 소비자가 점점 전국적으로 고품질의 

제품을 선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뉴욕 농장국에서는 주의 낙농 생산자들과 요거트 생산 

업체들의 뛰어난 업적을 축하하며 Cuomo 주지사와 2014년에 우리의 농업 경제가 더 번창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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