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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3년 12월 23일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이제이제이제이제 OPEN.NY.GOV에서에서에서에서 겨울철겨울철겨울철겨울철 농민시장농민시장농민시장농민시장 이용이용이용이용 가능가능가능가능 발표발표발표발표 

 

겨울철겨울철겨울철겨울철 농민시장이농민시장이농민시장이농민시장이 금년에금년에금년에금년에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사상사상사상사상 최고에최고에최고에최고에 도달도달도달도달; 시장시장시장시장 수가수가수가수가 지난지난지난지난 6년에년에년에년에 걸쳐걸쳐걸쳐걸쳐 190% 증가증가증가증가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뉴욕주 사상 최고인 총 116개의 겨울철 농민시장들의 위치를 이제 

주의 오픈 데이터 웹사이트인 Open.ny.gov에서 찾을 수 있음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종합 데이터 

투명성 웹사이트는 뉴요커들에게 이번 겨울철에 자신의 집에서 가까운 농민시장을 검색하기 위한 

사용자 친화적인 방법을 제공할 것입니다. 

 

“주 전역에 100여 군데의 겨울철 농민시장이 있기 때문에 뉴요커들과 방문객들은 연중 로컬로 

사고 우리 농민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이러한 시장은 우리 

농민들에게 자신의 작물을 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서비스가 충분치 못한 커뮤니티에서 

건강한 신선 식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겨울에 본인은 뉴요커들이 

Open.ny.gov를 이용하여 동네 시장을 찾아 방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뉴욕주의 겨울철 농민시장 수는 2007년 이래 190% 성장하였습니다.  

• 2007-2008 시즌 - 40개 겨울철 시장 

• 2008-2009 시즌 - 60개 겨울철 시장 

• 2009 -2010 및 2010-2011 시즌 - 87개 겨울철 시장 

• 2011-2012 시즌 - 94개 겨울철 시장 

• 2012-2013 시즌 - 110개 겨울철 시장 

• 2013-2014 시즌 - 116개 겨울철 시장  

 

재배 시즌에는 소비자들이 농민시장에서 더 많은 선택 품목을 갖지만 겨울철 농민시장은 이번 

연휴 시즌에 감자, 양파, 캐비지, 겨울 채소(케일 및 근대), 화환 및 크리스마스트리 등 다양한 

품목을 제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땅콩호박은 11월 중순~12월 하순에 판매됩니다. 

겨울철 시장은 농민들이 작물을 출시하기 위한 연중 장을 제공하기 때문에 농민들에게 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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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농업시장부 부장 대행인 James B. Bays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번 겨울철에 수 십 

개의 농민 시장이 뉴요커들에게 지역 농업과 또한 지역 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저는 이 연휴 시즌에 모든 뉴요커들이 오픈 데이터 웹사이트를 확인하여 가까운 겨울철 

농민 시장을 방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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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세스를 사상 처음으로 제공하기 위해 Open.ny.gov를 출범시켰습니다. 이 웹사이트는 경제 개발, 

건강, 레크레이션 및 공공 서비스 정보를 제공합니다. 

 

겨울철 농민시장 데이터세트는 지역 농민시장의 운영 시간 및 위치에 대한 상세 정보뿐만 아니라 

시장 관리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도 포함합니다. 

겨울철 농민시장 리스트: https://data.ny.gov/d/3tmh-kuni  

겨울철 농민시장 지도: https://data.ny.gov/d/88k7-ujm4  

 

찾아가기 전에 운영 시간과 위치를 확인하려면 지역 시장에 문의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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