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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사과사과사과사과 산업을산업을산업을산업을 강조하고강조하고강조하고강조하고 뉴요커들에게뉴요커들에게뉴요커들에게뉴요커들에게 이번이번이번이번 가을가을가을가을 “TASTE NY” 에에에에 참여참여참여참여 권장권장권장권장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사과사과사과사과 재배자들은재배자들은재배자들은재배자들은 근래근래근래근래 최고의최고의최고의최고의 수확을수확을수확을수확을 예상예상예상예상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뉴요커와 이웃 주에서 온 관광객들에게 이번 가을에 654군데의 

사과 과수원에서 금년의 “NY” 사과를 “Taste”하고 뉴욕주의 중요한 사과 산업을 지원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뉴욕주 전역의 사과 재배자들은 금년의 사과 수확량이 최근 연도들에 많은 사과 

과수원들을 황폐화시킨 폭풍 사건 후에 근래 드물게 최고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을철이 도래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활기찬 사과 산업의 다양한 산물을 맛보기에 이보다 더 좋은 

때는 없습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뉴욕주의 사과 재배자들은 작년에는 봄이 

따뜻하고 서리가 일찍 와서 나쁜 시기를 겪었지만 2013년은 사과 산업을 위한 최고의 해 중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집에서 만든 애플파이든 사과 사이더 도넛이든 즐길 수 있는 맛있는 사과 제품이 

다양하기 때문에 본인은 뉴요커들이 이번 가을에 지역의 사과 과수원을 방문할 것을 권장합니다.” 

 

뉴욕주는 사과 생산에서 보통 워싱턴주에 이어 미국 제2위입니다. 그러나 작년에는 주로 봄이 일찍 

따뜻했고 서리가 여러 번 와서 사과 봉오리를 죽였기 때문에 수확량이 줄었습니다. 금년의 수확량 

전망은 지금까지는 매우 좋아 보이기 때문에 주지사는 모든 뉴요커와 관광객들이 뉴욕주 사과 

제품을 구입하고, 본인이 따는 과수원을 방문하여, 2013년의 사과 산업 회복을 더욱 도와주실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금년 초에 코넬대학교 연구자들은 New York Apple Growers(NYAG)와 제휴하여 개발된 두 가지 

새로운 사과 품종을 발표하였습니다. SnapDragon 및 RubyFrost로 명명된 이 신품종들은 개발에 약 

10년이 걸렸으며 1년 동안의 소비자 시험 과정을 거쳐 일반에 공개되었습니다. 두 품종은 이번 

가을에는 일부 NYAG 농장 스탠드에 진열될 것이며, 2015년까지 전주의 식품점에서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SnapDragon 및 RubyFrost에 대한 상세 정보는 여기에 있습니다.  

 

뉴요커들이 홈메이드 뉴욕주 사과 주스, 발효 사과술 및 애플와인을 구입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한 

정보도 “Taste NY” 웹사이트 www.taste.ny.gov에서 입수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의 사과 산업 및 주 

전역의 654개 사과 과수원들의 위치에 대한 상세 정보는 뉴욕주사과협회의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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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yapplecountry.com에서 입수할 수 있으며, 가까운 u-픽 과수원을 찾으려면 

www.nyapplecountry.com/pick.php를 방문하십시오.  

 

뉴욕주사과협회 회장 Jim Allen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금년에 이상적인 재배 

조건으로 향, 크기 및 색깔을 최적 품질 수준에서 만들어 최고의 사과를 수확합니다. 뉴요커와 

방문객들은 지역에서 재배되고 수확된 금년의 사과를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부분적으로 금년 사과의 특별한 당도 덕분에 뛰어난 사이더 시즌도 기대합니다. 본인은 뉴욕주 

사과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신 Cuomo 지사님께 감사합니다.” 

 

New York Farm Bureau의 회장인 Dean Norton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아름다운 가을날 

나무에서 갓딴 신선한 사과를 한입 깨무는 것보다 더 기분 좋은 것은 없습니다. 금년은 전주적으로 

우리의 많은 과수원에서 예외적인 해입니다. 사과가 풍성한데  New York Farm Bureau는 뉴욕주 

농업에 스포트라이트를 계속 비춰 주시는 주지사님께 감사 드립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지역의 

가까운 과수원으로 향하기를 희망합니다. 지역 농민을 지원하는 것은 지역사회와 귀하 가족의 

저녁 식탁을 위해 좋습니다.” 

 

사과가 주 전역에서 재배되지만 다음 세 일반 지역이 뉴욕주 사과의 대부분을 생산합니다: 남부 

Lake Ontario 연안, Hudson Valley 일대, 북부 Lake Champlain Valley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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