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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2014 GREAT NEW YORK STATE FAIR 개장식에개장식에개장식에개장식에 TASTE NY 자판기가자판기가자판기가자판기가 등장을등장을등장을등장을 알리다알리다알리다알리다 

 

Food Bank of Central New York에에에에 수익금수익금수익금수익금 제공제공제공제공; 뉴욕뉴욕뉴욕뉴욕 전역전역전역전역 휴게소에휴게소에휴게소에휴게소에 추가추가추가추가 Taste NY 자판기자판기자판기자판기 설치설치설치설치 예정예정예정예정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Taste NY 자판기가 Great New York State Fair에서 선을 보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뉴욕주 전역에서 생산되는 갖가지 품목을 판매하는 이 자판기는 박람회 

참가자들에게 집에서 가꾼 일부 최고의 제품을 경험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제공합니다. 이 

박람회 자판기에서 나온 수익금은 Food Bank of Central New York에 보내질 것입니다. 이 밖에도, 

앞으로 몇 주 이내에 뉴욕주 전역에 자리한 교통부 소속의 엄선된 휴게소에도 Taste NY 자판기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뉴욕의 농업을 지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의 하나는 주민들이 상품이 가득한 새로운 

시장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뉴욕주 전역의 상인들을 위해 또 다른 장소를 

여러분께 공개합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Taste NY 프로그램은 뉴욕주가 보유한 

많은 세계적 수준의 브랜드 내용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모든 뉴욕주민들은 이번 주 State 

Fair를 관람하든 이번 가을 차를 몰고 뉴욕주를 여행하든 관심을 갖고 이 훌륭한 제품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뉴욕주 농업시장부는 뉴욕주 자판기 협회(New York State Automatic Vending Association)와 함께 

Great New York State Fair에서 진행되는 이 프로젝트를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두 대의 자판기는 

Cuomo 주지사의 부스에 곧바로 설치되고 나머지 세 대는 농업시장부 부스를 포함해 곳곳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뉴욕주 시각장애인위원회는 박람회 종료 직후 곧바로 교통부의 협조로 남은 

이 자판기의 첫 공개를 실시할 것입니다. 시각장애인위원회의 Business Enterprise Program은 

시각장애인들에게 뉴욕주 전역의 연방 및 주 사무 건물 내에 자리한 여러 대의 자판기 시설 중 

하나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교육과 기술 습득 기회를 제공합니다.  

 

뉴욕주 농업위원장 Richard A. Ball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Taste NY 사업 덕택에 

2014 Great New York State Fair에서 뉴욕 농업은 가장 큰 주목을 받는 곳이 될 것입니다. 이 자판기는 

뉴욕주 전역에 위치한 기존 상점과 키오스크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뉴욕 식음료 제조업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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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기회를 줄 것입니다. Taste NY은 뉴욕 농업에 엄청난 기회를 제공할 훌륭한 프로그램입니다.” 

 

뉴욕주 교통부장관 Joan McDonald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Taste NY 자판기를 뉴욕주의 특정 

휴게소에 설치하면 여행객들에게 이곳 뉴욕의 소상공인들과 관광업계를 지원할 많은 옵션을 

제공할 것입니다. 뉴욕주에서 생산된 식음료에 대한 Cuomo 주지사의 지원은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저는 뉴욕에서 구할 수 있는 상품들을 널리 알리기 위해 앞으로도 Ball 위원장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뉴욕주 Blind Associate 위원회 위원장 Brian Daniel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합법적으로 맹인인 뉴욕주민들의 자급자족한 삶을 가장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교통부, 

농업시장부, Taste NY과 파트너가 되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맹인으로서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뉴욕주 박람회는 이 프로그램에 아주 멋진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맹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들은 재능 있고 잘 훈련된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뉴욕주 자판기협회장인 John Mur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자판기협회와 파트너들은 올해 

Syracuse에서 열리는 State Fair에서 Taste NY 자판기를 출품할 수 있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뉴욕주 박람회에서 이 프로젝트를 지원해주신 Cicarelli Vending에게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Cicarelli Vending은 Syracuse에 소재한 업체로 박람회 기간 동안 자판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첨단 기기는 뉴욕주 제조업체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담은 식음료를 

순환식으로 선별 제공할 것입니다. 이 자판기의 중요사항은 Taste NY 동영상 뿐만 아니라 뉴욕 소재 

기업의 동영상 클립 속에 소개될 예정입니다. 이 멋진 파트너십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되길 

바랍니다.”  

 

주요주요주요주요 제품제품제품제품:  

• Finger Lakes Fresh 슬라이스 애플(Groton)  

• Red Jacket Orchard 주스(Geneva) 

• Heluva Good Cheese 커드 및 스트링 치즈(Sodus) 

• Cheribundi 주스 음료(Geneva) 

• Frito Lay Tostito Rounds (Kirkwood/Binghamton) 

• Chobani 요거트(South Edmeston) 

• Sweet Sam's 쿠키(Bronx) 

• 껍질 제거 스낵(Dundee) 

• Emmy's 오가닉(Ithaca) 

• Barkeater 초콜릿(North Creek 

• Muller 요거트(Batavia) 

• Karma Wellness 워터(Rochester) 

• Stone Cold Creamery 쉐이크(Elma) 



Korean 

 

선별 상품은 돌아가면서 뉴욕주에서 재배 및 제조된 많은 우수 제품을 알릴 것입니다. Taste NY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taste.ny.gov을 방문하십시오.  

 

뉴욕주 박람회는 뉴욕주 농업시장부에 의해 운영되고 양질의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하면서 뉴욕주 

농업의 최고를 전시합니다. 올해의 테마 “여름 최상품 쇼”와 슬로건 “새 매력, 엣 총아, 시간을 

초월한 재미”는 20여 가지의 새 이벤트와 매력 그리고 여러 박람회꾼 총아의 확장 및 향상을 

강조합니다. 뉴욕주 대박람회의 장소는 375 에이커의 전시 및 오락 단지로서 연중 운영됩니다.  

 

년중 행사 스케줄 은 본 박람회의 웹사이트에 있습니다. 페이스북에서 Great New York State Fair를 

찾고, Twitter에서 @NYSFair를 팔로우하며, Flickr.com/photos/nysfair에서 박람회와 관련된 사진을 

보십시오. 또한 뉴욕주민들께서는 Great New York State Fair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statefairideas@agriculture.ny.gov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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