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UOMO 주지사, 뉴욕주 재배 인증 (NEW YORK STATE GROWN & CERTIFIED) 

프로그램에 참여한 농장들을 탑스 프랜들리 마켓 (TOPS FRIENDLY MARKETS)에서 

홍보한다고 발표 

 

뉴욕주 재배 인증 (NYS Grown & Certified) 마크를 부착한 제품을 전시 및 판매하는 

식료품 소매업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재배업체에 중점을 두며 프로그램에 관해 소비자에게 알릴 

목적으로 실시되는 소셜 미디어 캠페인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탑스 프랜들리 마켓 (Tops Friendly Markets)이 

뉴욕주 재배 인증 (New York State Grown & Certified) 마크에 따라, 그 품질을 보장하는 

농장에 중점을 두고 뉴욕주 재배 인증 (New York State Grown & Certified) 프로그램을 

홍보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탑스 (Tops)는 안전한 식품 취급 관행의 검증과 환경 

지속가능성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를 포함하여 이 프로그램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뉴욕주 영농인들이 재배한 제품을 전시 및 판매하는 첫 번째 식료품 소매 업체입니다. 

뉴욕주 재배 인증 (NYS Grown & Certified) 마크를 부착해서 판매되는 제품은 웨스턴 

뉴욕 및 핑거 레이크스 지역의 80 곳이 넘는 탑스 (Tops)매장에서 구매가 가능해집니다. 

뉴욕주가 이 프로그램의 소매용 판매 아이템을 지속적으로 출시함에 따라 추가적으로 

다른 소매 업체들에서도 제품의 구매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뉴욕주 전 지역의 소비자들에게 농가의 

신선한 식품을 판매하여 해당 지역에서 재배된 제품을 지원하며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뉴욕주 재배 인증 (NYS Grown & Certified) 프로그램에 따라, 탑스 

프랜들리 마켓 (Tops Friendly Markets)은 인증된 식품을 현지 지역사회에 제공하며, 

열심히 일하는 우리의 농장을 지원하고, 뉴욕주 전 지역에 영양가 있는 식품들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뉴욕주 재배 인증 (NYS Grown & Certified) 시범 프로그램의 식품군은 웨스턴 뉴욕 및 

핑거 레이크스 지역의 농장에서 재배된 허브, 양배추, 도토리, 버터넛 스쿼시 등의 

농산물들을 판매하는 이리 카운티의 탑스 (Tops) 매장에서 오늘 최초로 공개 

전시되었습니다. 소비자들은 또한 자신이 참가하는 탑스 (Tops) 매장에서 뉴욕주 재배 

인증 (NYS Grown & Certified) 마크가 부착된 상품화된 브랜드 과일 및 기타 채소 등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뉴욕주 전 지역에 걸쳐 총 145 곳의 탑스 (Tops) 매장이 다음 주에 

뉴욕주 재배 인증 (NYS Grown & Certified) 제품들을 홍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뉴욕주 

농업시장부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Agriculture & Markets)는 뉴욕주 재배 인증 

(NYS Grown & Certified) 제품들을 판매하기 위해 다른 소매업체들과도 협력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재배 인증 (NYS Grown & Certified) 소셜 미디어 캠페인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뉴욕 농장들의 영업을 지원하며 소비자들에게 프로그램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소비자들은 이제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에서 뉴욕주 재배 인증 

(NYS Grown & Certified) 프로그램에 대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들에게 뉴욕주 재배 인증 (NYS Grown & Certified) 프로그램에 참가한 

농장들의 내부 모습을 전달하기 위해 여러개의 홍보 동영상들이 제작되었습니다. 이 

동영상에는 롱아일랜드의 새터 농장들 (Satur Farms)과 허드슨 밸리의 민쿠스 가족 

농장들 (Minkus Family Farms)이 나옵니다. 그 동영상들은 여기와 여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뉴욕주 재배업체에 중점을 두기 위해서, 뉴욕주 재배 

인증 (NYS Grown & Certified) 프로그램은 제품 부착 상표, 홍보 자료, 웹 사이트, 소셜 

미디어 채널 등을 포함한 다면적인 마케팅 캠페인을 통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12월의 뉴욕시에서 전시된 뉴욕 농산물 쇼 (New York Produce Show)에서 

뉴욕주 농업시장부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Markets) 전시회의 

초점이었습니다. 농업시장부는 뉴욕주 농업 협회 (New York State Agricultural Society) 

연례 포럼 및 엠파이어 스테이트 재배업체 박람회 (Empire State Producers Expo)와 

같은 다가오는 업계 행사에서 지속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John Persons, 탑스 프랜들리 마켓 (Tops Friendly Markets) 사장 및 최고 운영 

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지 재배업체들과의 제휴관계는 탑스 (Tops)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관계이며 뉴욕주 재배 인증 프로그램 (New York State Grown & 

Certified Program)은 이 소중한 관계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우리 주가 

공급해야만 하는 최고의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우리의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저희는 이 프로그램과 이 풍성한 농작물을 수확하는 영농인들을 후원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Ball 뉴욕주 농무부 (State Agriculture)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의 

재배업체들은 위대한 이야기 거리들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뉴욕주 재배 

인증 (New York State Grown & Certified) 프로그램을 통해 이것을 알려드리도록 그들을 

돕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주지사님은 농업이 우리 경제의 주요 원동력이며, 

우리에게는 세계 최고의 재배업체들이 있고, 그들이 올바른 방식으로 대우받는 시장에 

제품을 출하하기 위한 추가 단계를 밟고 있으며 환경적으로 안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일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우리 생산업체들을 홍보하며, 인증된 

제품들을 소비자의 손에 전달하려는 저희의 노력을 지원하고 있는 탑스 프랜들리 마켓 

https://www.facebook.com/NYScertified/
https://twitter.com/NYScertified
https://www.instagram.com/nyscertified/
https://www.facebook.com/NYScertified/videos/vb.1229590680433967/1255164281209940/?type=2&theater
https://www.facebook.com/NYScertified/videos/vb.1229590680433967/1254963777896657/?type=2&theater


(Tops Friendly Markets)에 감사드립니다.” 

 

보건부 (NYS Department of Health) 커미셔너인 Howard Zucker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일과 채소는 영양이 풍부한 식단의 핵심입니다. 뉴욕주 재배 인증 (New 

York State Grown & Certified) 프로그램에 따라 뉴욕주 전 지역의 해당 지역식품을 

구매하기 쉽게 만들어서, Cuomo 주지사님은 건강하게 지속적으로 생산된 현지 

농산물을 보다 많은 뉴욕 주민들이 섭취할 수 있게 도우며, 이를 재배하는 뉴욕 농장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Michael E. Rosen, 식품 산업 연합 (Food Industry Alliance) 사장 및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식품 소매업자들은 뉴욕주 재배 인증 프로그램 (New York Grown 

and Certified Program)이 현지에서 재배하고 처리한 농산물을 식품 안전 및 환경 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인증된 필수 요소들과 결합시킨 것에 대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당 지역 영농인들을 지원하길 바라는 소비자들에게 있어 진정한 

승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식품 안전 및 환경 보호에 대해서도 대단히 철저한 대책이기도 

합니다.” 

 

Bill Magee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재배 인증 (New York State Grown & 

Certified) 프로그램은 식품 안전 및 환경 관리의 최고 기준을 준수하는 현지 

영농인들로부터 제품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탑스 프랜들리 마켓 (Tops Friendly 

Markets)은 이제 고객분들께 자신의 가족을 위해 신선한 식품을 구매할 경우, 뉴욕의 

보다 높은 기준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할 것입니다.” 

 

Patty Ritchie 상원 농업 위원회 (Senate Agriculture Committee)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비자가 해당 지역에서 재배된 제품을 더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할 경우, 영양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를 권장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또한 

뉴욕주의 가족 농장을 건실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는 탑스 프랜들리 마켓 

(Tops Friendly Markets)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보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다른 주로의 확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뉴욕 주민들이 보다 쉽게 ‘현지 식품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신 성과에 대해서 주지사님과 Ball 커미셔너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의 근면한 영농인들이 재배한 식품과 소비자 사이의 연계를 

강화하기위한 저희의 노력이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David Walczak 에덴 밸리 재배업체 (Eden Valley Growers) 판매 운영 매니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덴 밸리 제배업체 주식회사 (Eden Valley Growers, Inc.)의 회원 농장들은 

뉴욕주 재배 인증 프로그램 (New York Grown & Certified Program)에 매우 기뻐하고 

있습니다! 채소를 재배하는 동시에 환경으로 다시 환원시킨다는 것은 저희에게 항상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제 저희는 뉴욕주 재배 인증 마크 (New York Grown & Certified 

Seal)를 받았다고 선포하며 자랑스럽게 전시할 수 있습니다!” 

 

아모스 지텔 앤드 선즈 주식회사 (Amos Zittel & Sons, Inc.)의 Bill Zittel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소비자가 구매 농산물이 어디에서 재배되었는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저희 제품에 뉴욕주 재배 인증 (NYS Grown & Certified) 

마크를 부착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 제품과 마케팅 

단체인 에덴 밸리 재배업체 (Eden Valley Growers)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안전하고 

건강한 채소를 보장하기 위해 IPM (Integrated pest management) 관리 기법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s) 인증을 통해 최고 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분투하고 있습니다.” 

 

리브스 농장 (Reeves Farms)의 Karin Reeve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년 저희 

고객분들은 구매 식품의 재배 장소 및 재배 방법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저희 농장의 역사와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적응할 수 있었던 방법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전히 계절별로 가족이 운영하는 농장에 

머물러 있지만, 저희 농장의 식품 안전 관행을 개선하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를 시대에 따라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뉴욕주 재배 인증 (New York 

State Grown & Certified) 프로그램은 저희 고객분들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있는 

또 다른 기회를 저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구매 농산물 선택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고객분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Dale Stein 뉴욕주 토양 및 수자원 보호 위원회 (New York State Soil and Water 

Conservation Committee)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재배 인증 프로그램 

(New York State Grown and Certified Program)은 영농인들이 높은 식품 안전 기준을 

충족시키는 농산물을 재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높은 환경 기준 또한 충족시키고 

있음을 소비자에게 보여줄 기회를 영농인들에게 제공합니다. 오늘날 소비자는 식품에 

대한 교육을 많이 받고 있으며, 단지 식품 안전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 이상의 식품을 

원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소비자들은 자신들이 구매하는 식품이 식품 안전 기준 

뿐만 아니라 보다 높은 환경 기준을 충족 시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코넬 확장 협동조합 (Cornell Cooperative Extension) 상임이사인 Chris Watkins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넬 확장 협동조합 (Cornell Cooperative Extension)은 

뉴욕주의 우수한 영농인들이 영농인들을 위한 경제적 기회를 확대하며, 현지의 건강하고 

신선한 과일, 채소, 가축, 낙농 제품을 현지에서 소비 할 수 있도록 최상의 과학 기반 

도구를 갖추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뉴욕주 농업시장부 (NYS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Markets)와 협력하는 파트너가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식품 안전 및 품질 

전문 지식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훌륭한 방법의 경작 

활동을 장려하며, 촉진과 같은 경제 개발 기회를 위한 새로운 길을 여는 우리의 사명을 

가지고, 에덴 밸리 재배업체 식품 허브, 확장 협동조합 (Eden Valley Growers Food Hub, 

Cooperative Extension)은 뉴욕주 재배 인증 프로그램 (New York’s Grown & Certified 

Program)의 파트너가 된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탑스 마켓 (Tops Markets)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는 회사 웹사이트 

www.topsmarkets.com를 방문하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topsmarkets.com/


뉴욕주 재배 인증 (NYS Grown & Certified) 프로그램 소개 

Cuomo 주지사는 2016년 8 월에 뉴욕주 재배 인증 (NYS Grown & Certified)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뉴욕주의 식품 안전과 환경적 지속가능성 프로그램을 

준수하는 뉴욕주의 생산업체들을 식별하고 홍보하며, 소비자들에게 자신이 구매하는 

식품이 뉴욕주 내에서 높은 기준에 따라 생산되었음을 보장해 줍니다. 생산업체들은 

미국 연방 농업부 (U.S. Department of Agriculture)의 농산물 우수관리인증 (Good 

Agricultural Practices) 프로그램 (또는 이와 동등한 프로그램)을 통해 안전한 식품 취급 

관행에 대해 검증받아야 하며, 뉴욕주의 농업 환경 관리 (State’s Agricultural 

Environmental Management) 프로그램에 등록해야 합니다. 뉴욕주 재배 인증 (NYS 

Grown & Certified) 프로그램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certified.ny.gov를 방문하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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