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8년 1월 29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2017년 테이스트 뉴욕(TASTE NY) 매출 1,600만 달러 이상 증가 발표  

  

프로그램은 테이스트 뉴욕(Taste NY) 상점, 매점 및 행사로 2016년 300만 달러 이상의 

매출액 증가 달성  

  

주지사, 주정부의 식음료 산업과 농촌 체험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8-19년 

예산으로 테이스트 뉴욕(Taste NY) 확대 실시 제안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2017년 테이스트 뉴욕(Taste NY) 매출이 계속 

증가하여 기록적인 수치인 1,610만 달러를 달성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테이스트 

뉴욕(Taste NY) 상점, 카페, 바, 매점 및 행사에서 판매된 뉴욕주 생산 제품의 총 매출이 

작년 매출 총액보다 300만 달러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전년 대비 엄청난 성장은 

소비자의 현지 식품 및 음료 제품 수요 증가를 반영하며, 이는 뉴욕주 농산물 및 관광 

산업을 지원하게 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테이스트 뉴욕(Taste NY)는 현지 생산 제품을 

조명하여 관광 산업을 촉진하고, 지역 크래프트 맥주 양조장, 와이너리, 증류주 양조장 및 

사과주 양조장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 위대한 뉴욕주 전역에서 생산자를 위한 기회를 

늘려 가고 있습니다. 테이스트 뉴욕(Taste NY)는 전 세계의 소비자를 현지에서 생산한 

신선한 제품과 연결하여 뉴욕주 전역의 농장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계속해서 

지원합니다.”  

 

2013년의 출범 이후, 테이스트 뉴욕(Taste NY) 사업은 성장과 인지도가 꾸준히 

향상되고 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2014년 150만 달러 매출액을 달성한 이후, 

2015년에는 450만 달러로 세 배이상 늘어났으며, 2016년에는 1,310만 달러를 

달성하였습니다. 테이스트 뉴욕(Taste NY)로 홍보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농장 및 

회사는 보다 많은 고객과 만날 수 있었으며, 온라인 판매량이 증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업체 및 농장 대부분이 사업 운영 역량을 증진하는 데 도움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테이스트 뉴욕(Taste NY)의 식음료 사업은 제품에 뉴욕주 재배 농산물을 사용하여 

뉴욕주 농부를 지원합니다.  

  

지난 1년간 테이스트 뉴욕(Taste NY)는 새로운 지역 13곳에서 프로그램 참여 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Northern Trust 및 뉴욕시 마라톤 대회와 같은 대규모 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테이스트 뉴욕(Taste NY)는 뉴욕주 각 지역에 최첨단 웰컴 

센터(Welcome Center)를 건설한다는 Cuomo 주지사의 비전의 일환으로, 2016년에 

개장한 롱아일랜드 웰컴 센터(Long Island Welcome Center) 외에도 서던 티어 월컴 

센터(Southern Tier Welcome Center), 모호크 밸리 웰컴 센터(Mohawk Valley Welcome 

Center), 뉴욕시 웰컴 센터(New York City Welcome Center), 센트럴 뉴욕 웰컴 

센터(Central New York Welcome Centers)에서 현지 제품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2017 년 테이스트 뉴욕(Taste NY)는 주립공원 6곳에 매점을 열고 공원 방문객에게 

고품질의 뉴욕주 생산 식음료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현재 공원 방문객은 뉴욕주 생산 

식음료를 올라나 주 사적지(Olana State Historic Site), 사라토가 예술회관(Saratoga 

Performing Arts Center), 존스 비치 주립공원(Jones Beach State Park), 나이아가라 팔스 

주립공원(Niagara Falls State Park)을 비롯한 10곳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테이스트 뉴욕(Taste NY) 식음료 제품을 판매하는 공원은 연 평균 방문객 3,000만 

명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테이스트 뉴욕(Taste NY)는 작년 뉴욕시에서 최초로 

테이스트 뉴욕 크래프트 음료 주간(Taste NY Craft Beverage Week)을 발족하였으며, 

연예인 및 전문 심사위원과 함께 테이스트 뉴욕 크래프트 맥주 챌린지(Taste NY Craft 

Beer Challenge)를 주최하였습니다. 또한, 그레이트 뉴욕주 박람회에서 테이스트 뉴욕 

푸드 트럭 경연대회 및 첫 크래프트 맥주 연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테이스트 뉴욕(Taste NY) 참여 장소의 전체 목록은 www.taste.ny.gov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7 테이스트 뉴욕(Taste NY) 연차 보고서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7년의 성공을 기반으로 뉴욕주 생산자와 신규 시장을 연결하기 위해, Cuomo 

주지사는 2018-2019 행정부 예산으로 뉴욕주 전역의 테이스트 뉴욕(Taste NY) 지원을 

제안합니다. 올해 농업시장부(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Markets)는 뉴욕주 지역 

웰컴 센터에서 홍보할 10가지 핵심 음식 및 음료 종류를 선정하여 테이스트 뉴욕(Taste 

NY) 브랜딩을 더욱 강화하고, 뉴욕주 비즈니스의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전하게 됩니다. 

농업시장부는 기차역과 공항의 재건축을 비롯하여 뉴욕주 전역에서 인프라 프로젝트가 

실시됨에 따라, 가능한 신규 테이스트 뉴욕(Taste NY) 실시 지역에 관하여 기타 뉴욕주 

기관과 협력할 예정입니다.  

  

또한, 농업시장부(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Markets)는 뉴욕주 농장 및 식음료 

사업체를 기관, 소매점, 레스토랑, 바 및 유통업체 구매자와 연결할 수 있도록 지역 기업 

http://www.taste.ny.gov/
https://www.ny.gov/sites/ny.gov/files/atoms/files/2017_TasteNY_ImpactReport.pdf


간의(Business-to-Business) 테이스트 뉴욕(Taste NY) 네트워킹 행사 5개를 주최할 

것입니다.  

  

아울러, 테이스트 뉴욕(Taste NY) 웹사이트 www.taste.ny.gov 주민, 방문객, 사업체를 

위한 원스톱 리소스가 될 수 있도록 변모할 예정입니다. 양질의 뉴욕주 농업 관광지 

정보를 제공하고, 뉴욕주 생산자와 신규 시장을 보다 긴밀하게 연결하기 위해 웹사이트 

외형, 기능 및 제공 정보가 개선될 예정입니다.  

 

뉴욕주 농업부(State Agriculture)의 Richard A. Ball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테이스트 뉴욕(Taste NY)는 뉴욕주 농부와 식음료 회사를 이례적으로 

홍보하여 전 세계 소비자가 훌륭한 식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테이스트 

뉴욕(Taste NY) 벤더, 매장 및 경영자, 지역 생산품 구매 프로그램에 대한 주지사의 

비전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데 도움을 주신 파트너의 성공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올해 신규 벤처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에, 해당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합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ESD)의 사장 겸 최고경영자인 

Howard Zemsky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의 테이스트 

뉴욕(Taste NY) 이니셔티브는 뉴욕주 생산 제품의 인지도를 높여 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세계적 수준의 식음료 생산업체를 지원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상원 농업 위원회(Senate Agriculture Committee)의 Patty Ritchie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역 생산 식량 및 제품의 수요가 계속 급증하면서, ‘지역사회 

제품을 먹는’ 것이 어떻게 뉴욕주 경제와 근면한 농부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지역 농산물 시장을 강화하고 신규 시장을 창출하는 역량은 뉴욕주 

농산업의 지속적인 성공을 보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지 식품을 홍보하려는 

노력을 지원하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주정부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신 주지사님과 Ball 커미셔너께 감사드립니다.”  

  

뉴욕주 상원 문화부, 관광,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위원회(Committee on Cultural Affairs, 

Tourism, Parks and Recreation) 의장인 Rich Funke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문객에게 위대한 뉴욕주가 선사하는 풍부한 맛과 향을 전하기에, 

테이스트 뉴욕(Taste NY) 뉴욕주의 발전하는 관광 경제의 핵심 요소입니다. 뉴욕주에는 

최고의 명소가 자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지 농산물에서 얻은 최고의 제품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이 치즈 또는 요구르트이든, 성장하는 크래프트 음료 산업의 

와이너리, 맥주 양조장, 사과주 양조장 또는 증류주 양조장에서 생산된 음료이든 말이죠. 

테이스트 뉴욕(Taste NY) 제품의 자랑스러운 후원자로서, 테이스트 뉴욕 제품의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뉴욕주의 성장하는 관광 경제의 일환인 

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위해 동료들과 계속 협력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http://www.taste.ny.gov/


뉴욕주 하원 농업위원회(Assembly Agriculture Committee)의 Bill Magee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지 재배한 고품질 뉴욕주 제품의 유용성과 편리함을 누리는 

소비자가 감사를 표하고 있기에, 테이스트 뉴욕(Taste NY) 매장의 마케팅 전략 확대 및 

프로그램 실시 지역 다양화는 분명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테이스트 뉴욕(Taste NY)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성공을 기반으로 신규 시장에 제품을 홍보하여 농산물 생산자, 

유통업체 및 소비자에게 혜택을 선사합니다.”  

  

관광, 공원, 예술 및 스포츠 발전 입법위원회 위원장 Daniel J. O'Donnell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테이스트 뉴욕(Taste NY)는 뉴욕주에서 만들어진 훌륭한 음식 및 음료를 

이전보다 더 쉽게 즐길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테이스트 뉴욕(Taste NY)는 뉴욕 주민이 

뛰어난 농부가 공급하는 최고의 재료로 만든 제품과 만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프로그램이 뉴욕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를 고대합니다.”  

  

코넬 협동 조합(Cornell Cooperative Extension, CCE)의 이사 Chris Watkins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넬 협동 조합(Cornell Cooperative Extension)과 테이스트 

뉴욕(Taste NY)는 뉴욕주 농업을 지원하고, 소비자가 지역에서 재배 및 생산된 세계적 

수준의 음식, 음료 및 특산물을 만날 수 있도록 한다는 사명을 공유합니다. 해당 

파트너십은 농장의 효과적인 제품 생산에서부터 시장 진입을 위한 성공적인 계획에 

이르기까지, CCE에게 생산자와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생산자와 테이스트 뉴욕(Taste NY)와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통해, CCE는 농산물 생산자와 만나 코넬 대학교의 연구 범위를 농장에서 시장까지 

확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Lola Granola Bar의 Mary Molina 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테이스트 뉴욕(Taste 

NY) 프로그램은 샘플을 제공하거나 제품을 판매하는 테이스트 뉴욕 후원 행사 동안 

당사의 브랜드 노출 빈도 및 온라인 판매를 증가시켰습니다. 또한, 테이스트 뉴욕(Taste 

NY) 프로그램은 지역 뉴욕주 식품회사를 찾는 케이터링 회사와 당사의 브랜드를 

연결하는 데 도움을 주셨습니다. 테이스트 뉴욕(Taste NY) 프로그램으로 당사는 몇몇 

고객과 장기 비즈니스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Fly Creek Cider Mill & Orchard, Inc.의 부회장 겸 공동소유주이자, 쿠퍼스타운 음료 

거리 협회(Cooperstown Beverage Trail Association)의 의장인 H. William 

Michael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테이스트 뉴욕(Taste NY) 프로그램은 당사가 진행 

중인 마케팅을 보강하고, Cider Mill & Orchard에 더 많은 고객이 방문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테이스트 뉴욕(Taste NY) 프로그램을 통한 현지 생산 제품에 관심이 있는 

소비자와의 만남은 쿠퍼스타운 음료 거리 협회(Cooperstown Beverage Trail 

Association) 전 구성원의 성공에 매우 중요합니다.”  

  

The Culinary Institute of America(CIA)의 Rick Tietjen 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의 농부와 식음료 산업을 지원하는 것은 오랫동안 대학의 관행 중 하나였습니다. 



CIA는 교육용 부엌, 캠퍼스 내 레스토랑, 일년에 고객 200,000명 이상을 맞이하는 

음식점, 특별 만찬 행사, 음식 애호가 및 전문 요리사 프로그램에서, 농장에서 식탁에 

이르기까지 뉴욕주의 고품질 제품을 자랑스럽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Finger Lakes Harvest의 소유주 Andri Goncarovs와 Dorothy Poppleto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여름 빙엄턴에서 열린 스피디 축제(Spiedie Festival)에서 테이스트 

뉴욕(Taste NY) 프로그램을 통해 자사의 제품이 처음 홍보되었습니다. 후에 브룸 

카운티의 테이스트 뉴욕 매장 중 2곳이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뉴욕주의 뛰어난 마케팅 활동으로 인한 제품 노출 및 제휴 덕분에 자사 제품을 순조롭게 

판매할 수 있었고, 친숙한 이미지를 활용하여 새로운 소매 거래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자사의 제품을 소매점 24곳, 농산물 시장 8곳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올해 20개 

이상의 뉴욕주 와인 요리 박람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Bobby Sue's Nuts의 Dave Omim 운영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테이스트 

뉴욕(Taste NY)는 BobbySue's Nuts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뉴욕주에서 

가장 알려진 명소와 호평받는 행사에서 프로그램을 통해 현지에서 만든 맛있는 건강 

간식이 계속 홍보되었기 때문입니다. 몇몇 특산품 소매 시장을 비롯하여, PGA 노던 

트러스트 골프 토너먼트(PGA Northern Trust Golf Tournament)와 웨스트체스터의 요리 

와인 축제에서 그랜드 센트럴 역, 라과디아 공항 및 JFK 공항에 이르기까지, 테이스트 

뉴욕(Taste NY)는 뉴욕 주민과 방문객에게 혁신적인 뉴욕주 제품을 소개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뉴욕 와인 & 요리 센터(NY Wine & Culinary Center, NYWCC) 총책임자 Bethany 

DiSant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레스토랑에서부터 실습 주방에 이르기까지, 당 센터는 

뉴욕주가 선사하는 최고의 요리를 선보입니다. 당사의 제품 품질을 보증하는 테이스트 

뉴욕(Taste NY) 라벨을 전시하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당사의 고객은 뉴욕주가 

선사하는 최고의 즐거움을 한 곳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NYWCC를 찾아 

주셨습니다.”  

 

테이스트 뉴욕(Taste NY)에 관한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는, www.taste.ny.gov를 방문해 

주세요.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및 핀터레스트를 통해서 테이스트 뉴욕(Taste 

NY)과 소통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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