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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TACONIC STATE PARKWAY의의의의 TODD HILL 휴게소에서휴게소에서휴게소에서휴게소에서 TASTE NY 시장시장시장시장 오픈을오픈을오픈을오픈을 

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 

 

오늘의오늘의오늘의오늘의 발표와발표와발표와발표와 관련된관련된관련된관련된 사진은사진은사진은사진은 다음다음다음다음 링크에서링크에서링크에서링크에서 볼볼볼볼 수수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있습니다있습니다: 

https://www.flickr.com/photos/governorandrewcuomo/sets/72157645038753956/  

 

 

Andrew M. Cuomo 주지사가 오늘 Dutchess 카운티 Town of LaGrange의 Taconic State Parkway에 

자리한 Todd Hill 휴게소에서 Taste NY Market 오픈식을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뉴욕주 농업시장부, 교통부, 일반서비스사무소(Office of General Services)는 다양한 지역 및 주어진 

시간에 최소 15개의 농산물 제조업체로 구성된 뉴욕주 식품, 음료 및 농산물로 Parkway에서 독특한 

Taste NY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Cornell Cooperative Extension Dutchess 카운티와 협력하였습니다. 

주지사는 이 시장의 공식 개막을 위해 오늘 리본 커팅식에 참석하였습니다. 

 

“Taconic State Parkway는 많은 뉴욕 주민과 방문객이 자주 찾는 도로로, 현재 운전자들이 Taste NY 

스토어에 들어서 집에서 생산된 뉴욕주 농산물을 직접 경험할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우리 Taste NY 프로그램은 뉴욕주에 있는 농장주, 식음료 제조업체 

및 기타 상인들에게 새로운 시장을 열어주고 있으며 Todd Hill 휴게소에 마련된 이 상점은 이러한 

활동을 지속시켜 줄 것입니다. Taconic을 지나다니는 길에 Taste NY 시장을 들를 수 있게 되어 

기대됩니다. 모든 운전자들이 한 번씩 방문하여 우리 주 농산업을 성원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Taste NY Market을 Todd Hill에 실현시키려는 건설 프로젝트는 NYSDOT와 OGS 간의 기관간 활동의 

결과입니다. 건물 인테리어는 냉난방 및 전기 서비스, 새로운 LED 조명 및 투과성 도로의 

업그레이드를 포함해 OGS와 NYSDOT가 완전하게 새롭게 개조하였습니다. 이 건물은 사진과 

안내소를 통해 이 지역의 농업 유산을 중점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NYSDOT는 현재 Todd Hill에 있는 Taste NY Market에 인접한 환승주차장의 주차면 수를 두 

배 이상 늘리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9월 이 작업이 완료되면 기존의 28개 주차면과 

비교해 새로이 66개 주차면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여기에는 또한 전기 충전소도 포함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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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tchess 카운티 장인 Marc Molinar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Todd Hill에 마련된 Taste NY Market은 

Dutchess 카운티의 관광을 더욱 신장시키고 이 지역 내 경제 활동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Taste NY 

사업을 통해 Hudson Valley와 뉴욕주에서 농업관광을 늘리는 데 힘써주신 Cuomo 주지사께 감사 

드립니다.” 

 

뉴욕주 Terry Gipson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Hudson Valley 지역은 번영하는 농업 경제를 

보여주는 곳이며, Todd Hill에 마련된 Taste NY Market은 이 지역 내 농부들에게 그들이 생산하는 

제품을 판매할 아주 좋은 장소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Taste NY은 우리 농장 커뮤니티가 

새로운 고객을 찾도록 해주며, Cuomo 주지사의 Todd Hill 시장에 대한 발표는 Hudson Valley 

지역에서 이러한 활동을 보여주는 가장 최근의 사례입니다.” 

 

Cornell Cooperative Extension (CCE) Dutchess 카운티는 Todd Hill에 마련된 Taste NY Market을 

뉴욕주의 다른 잠재적인 장소들을 위한 시범장소로 운영하고 관리할 것입니다. 뉴욕주 

농업시장부는 CCE의 운영을 감독하고 이 업체와 이 시설 홍보를 위해 함께 협력할 것입니다. 이 

콤플렉스 센터에서 CCE는 소비자에게 건강한 신품 선택의 이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 

농장주들에게는 농업 마케팅 활동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며, 시장에 농산물을 내놓고자 하는 

농장주들에게는 제품 인증(가능한 경우) 활동을 제공할 것입니다.  

 

Todd Hill에 마련된 Taste NY Market에 제공되는 Taste NY 제품 가운데에는 계란, 낙농제품, 고기, 

지역 과일과 채소, 소스와 시럽이 포함됩니다. 여행객들도 현지에서 제조된 아이스크림, 커피 또는 

차, 샌드위치와 페스트리를 구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뉴욕주 농업부장관인 Richard A. Ball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Taste NY 프로그램이 

계속 성장함에 따라 우리 주의 최우수 농산물 생산업체들을 위한 시장이 더욱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Todd Hill에 자리한 Taste NY Market은 Taconic State Parkway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저는 이 마켓이 열심히 일하는 농부들이 최고의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멋진 기회를 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 스토어는 진정한 팀 활동으로 이를 가능하게 해준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Cuomo 주지사의 리더십으로, 뉴욕주 교통부가 오랫동안 폐쇄되어 있던 Todd Hill 휴게소에 활기를 

되찾아주고, 엠파이어 스테이트에서 생산된 제품을 전시하기 위한 Taste NY 스토어를 세우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지역 통근자들을 위해 환승주차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라고 뉴욕주 

교통부 장관인 Joan McDonald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주지사의 Taste NY 프로그램에 협력하여 

사람들에게 이곳에서 생산된 고품질 제품을 알려 뉴욕주를 널리 홍보할 수 있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Cuomo 주지사의 Taste NY 캠페인은 뉴욕의 식음료 산업을 널리 알리는 훌륭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OGS 커미셔너인 RoAnn M. Destito가 말했습니다. “저는 농업시장부와 교통부에서 

우리 파트너들을 위한 이와 같은 새로운 시장의 설계와 리노베이션을 지원하기 위해 OGS가 해주신 

일에 매우 자부심을 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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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te NY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www.taste.ny.gov를 방문하십시오.  

 

오늘 발표와 관련된 사진은 다음 링크에서 볼 수 있습니다: 

https://www.flickr.com/photos/governorandrewcuomo/sets/721576450387539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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