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년 6월 8일 ANDREW M. CUOMO 주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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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을 낙농업 분야로 확장한다고 발표 

 

올해 7월부터 인증 마크(Certified Seal)를 부착하게 될 스튜어츠  

숍스(Stewart’s Shops) 유제품  

 

6월을 낙농의 달(Dairy Month)로 기념한다고 발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재배 인증 (New York State Grown & 

Certified) 프로그램이 뉴욕 낙농업을 포함하기 위해 확장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정부는 안전한 식품 취급 모범 사례를 충족하고 환경적 책임을 실천하는 생산업체들이 

생산한 현지 농산물을 구분하여 판매하는 홍보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위해 스튜어츠 

숍스(Stewart’s Shops)와 제휴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소비자들은 뉴욕주 전 

지역의 300 개가 넘는 매장에서 뉴욕주 인증 (NYS Certified) 마크가 부착된 

스튜어츠(Stewart’s) 유제품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스튜어츠(Stewart’s)에 달걀을 

공급하는 업체인 쉴러빌 소재 토마스 폴트리 팜(Thomas Poultry Farm) 또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재배 인증(Grown & Certified) 프로그램은 

고품질의 신선한 뉴욕 농장 제품들을 소비자에게 연결하는 동시에 뉴욕주 전 지역의 

근면한 농장, 기업, 지역 경제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스튜어츠 숍스(Stewart’s 

Shops)와 파트너가 됨으로써 저희는 뉴욕 최고의 생산업체들을 홍보하고 낙농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성공을 지원하기 위해 이 프로그램을 확장할 것입니다.” 

 

클린턴 파크 타운에서 오늘의 발표를 한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재배 인증(Grown & Certified) 프로그램에 낙농 산업을 추가하는 일은 세계적 수준의 

뉴욕 농산물을 홍보하려는 우리 활동의 또 다른 이정표입니다. 재배 인증(Grown & 

Certified) 프로그램은 생산업체와 농민들에게 그들의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가장 안전한 식품 기준과 환경 기준을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소비자들의 안전 식품 구매를 보장합니다. 스튜어츠 숍스(Stewart’s Shops)는 주도 

지역에서의 확장을 위한 완벽한 파트너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프로그램과 영농 산업이 

지속적으로 번창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Gary Dake 스튜어츠 숍스(Stewart’s Shops) 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튜어츠 

숍스(Stewart’s Shops)에서 저희는 고객님들께 저희의 신선한 현지 우유와 달걀을 

비롯하여 고품질의 제품을 제공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낙농 사업을 

하는 환경에서 자라면서, 저는 그것이 수반하는 그 힘든 노고에 대해 제 자신의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 인증 마크를 부착하게 된 점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우리 지역사회 바로 이곳에서 고품질의 환경 기준을 유지하는 가족 농장들과 계속 

협력하게 되어 대단히 자랑스럽습니다.” 

 

7월부터 스튜어츠(Stewart’s)는 뉴욕주 인증(New York State Certified) 마크와 이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이 눈에 잘 들어오도록 인쇄된 0.5 갤런 용량의 우유 컨테이너 

포장재를 새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고객들에게 이 인증 프로그램에 대해 알려주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홍보용 동영상과 더불어 상점 안과 주유소 

주유기에 설치하는 표지판은 이미 매장들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스튜어츠(Stewart’s)의 

수많은 종류의 다양한 우유 제품, 두가지 종류의 제품이 반반 섞인 제품, 헤비 크림 제품, 

아이스크림 제품 등에는 모두 이 인증 마크가 부착될 것입니다.  

 

오랫동안 존경받아온 유제품 가공 업체인 스튜어츠 숍스(Stewart’s Shops)는 뉴욕주 

재배 인증 (New York State Grown & Certified) 프로그램의 식품 안전 및 환경 관리 계획 

요건들을 준수합니다. 이 기업은 주도 지역, 노스 컨트리, 허드슨 밸리, 센트럴 뉴욕 지역 

등에 매장을 두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라토가 카운티, 렌셀러 카운티, 워싱턴 카운티 등의 

현지 농장들에서 모든 우유를 공급받고 있는 점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튜어츠(Stewart’s)의 유제품과 더불어 달걀 제품에도 토마스 폴트리 팜(Thomas 

Poultry Farm)을 강조한 뉴욕주 재배 인증 (NYS Grown & Certified) 마크가 부착될 

예정입니다. 이 농장은 환경적으로 책임있는 관행을 고수하여 연방정부의 달걀 안전 

기준(federal egg safety standards)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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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튜어츠(Stewart’s)는 이 프로그램의 기본 원칙 중 두 가지인 양질의 제품 및 지역사회 

연결망에 대한 명성을 충족시킴으로써 뉴욕주 재배 인증 (New York State Grown & 

Certified) 프로그램을 체택하는 데 적합한 기업입니다. 스튜어츠(Stewart’s)의 우유는 

책임감 있고 지속 가능한 지역 농가에서 생산된 것일 뿐만 아니라 스튜어츠(Stewart’s)의 

가공 공장에서도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제품입니다. 소비자들이 

스튜어츠(Stewart’s)의 우유, 달걀, 심지어 아이스크림을 선택할 경우 그들은 진정으로 

자신의 가족을위해 최고의 제품을 구매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Phil Barrett 클리프턴 파크 타운 슈퍼바이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농업과 농산물 

생산은 사라토가 카운티와 클리프턴 파크 타운에서 지속적인 경제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뉴욕주 재배 인증 (New York State Grown & Certified) 프로그램과 같은 

의미있는 프로그램들은 뉴욕주, 비즈니스 지역사회, 지자체들 간의 파트너십을 통해 

우리의 농장들을 지원하고 비즈니스 기회를 향상시킬 것입니다. 클리프턴 파크 타운은 

http://www.stewartsshops.com/news/new-york-certified


뉴욕주 재배 인증 (New York State Grown & Certified) 프로그램을 시작함에 있어 Cuomo 

주지사님, 뉴욕주 농업시장부(New York Agriculture & Markets), 스튜어츠(Stewart’s)와 

파트너가 된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사라토가 카운티 감리위원회(Saratoga County Board of Supervisors)의 Ed Kinowski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라토가 카운티의 주요 산업 중 하나는 영농 산업입니다. 

저희는 우리 카운티 전 지역에서 농장의 성장과 부흥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저희는 4,209 에이커의 농장 토지와 공공 녹지를 보호하고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470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또한 우리 카운티는 농산물 직접 판매를 통해 

3,400만 달러 이상의 농산물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우리 카운티는 이 재배 인증 (Grown 

& Certified) 프로그램에 스튜어츠 코퍼레이션(Stewarts Corporation)과 토마스 폴트리 

팜(Thomas Poultry Farm)이 동참하게 된 점에 대해 축하드립니다.” 

 

사라토가 스프링즈 시장 Joanne Yepse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강력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이와 같은 프로그램 덕분입니다. 지역 제품을 

구매하여 지역을 성장시키는 일은 사라토가 스프링즈의 모토인 건강, 역사, 말들(health, 

history and horses)을 지지하는 일입니다.” 

  

Chris Koval 코발 브라더즈 데어리(Koval Brothers Dairy) 소유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가족 농장은 제 생애 대부분의 기간 동안 스튜어츠(Stewart’s)에 우유를 

판매했습니다. 이 사실이 저희가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는 점입니다. 이 새로운 인증 

마크는 깨끗하게 관리하여 건강한 가축들을 통해 스튜어츠(Stewart’s) 고객들을 위해 

신선한 현지의 고품질 우유를 제공하는, 저희가 평생 계속 해왔던 일을 더 잘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Jennifer Thomas 토마스 폴트리 팜(Thomas Poultry Farm) 소유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농장은 고객들이 저희 가족이 운영하는 농장에서 신선한 현지 달걀을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수십 년 동안 스튜어츠(Stewart’s)와 강한 유대 관계를 

맺어 왔습니다. 저희는 현지에서 고품질 달걀을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저희가 저희 농장의 암탉을 위해 옥수수를 재배하는 데 사용하는 토지를 잘 관리하고 

있다고 의미하는 뉴욕주의 인증(New York State Certified)을 이제 저희 달걀이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대단히 자랑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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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servation Committee)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전 지역의 우리 토양 및 

수자원 보호구역(Soil and Water Conservation Districts)은 농장들이 기후 변화와 토양 및 

우리 토지의 수질의 효과를 해결하는 데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최상의 관리 계획 및 

모범 사례들을 구현하기 위해 일상적인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스튜어츠(Stewart’s)가 뉴욕주 인증 프로그램(NYS Certified program)에 동참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뉴욕주 낙농 농가들에 대한 홍보와 환경 보존에 

대한 낙농가들의 탁월한 활동을 고양시킬 것입니다.” 



 

뉴욕주 재배 인증 (New York State Grown & Certified) 프로그램 소개  

 

2016년 8월 출범한 뉴욕주 재배 및 인증 프로그램(New York State Grown & Certified 

Program)은 뉴욕의 영농 생산업체들을 홍보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참여 영농인들이 농산물 우수관리인증(Good Agricultural Practices)을 

채택하고 농업 환경 관리 프로그램(Agricultural Environmental Management Program)에 

참여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소비자에게 그들이 구매하는 식품이 높은 기준에 따라 이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이라는 확신을 줍니다. 

 

뉴욕주 재배 및 인증 프로그램(New York State Grown & Certified)은 웹사이트, 동영상과 

같은 제품 라벨 및 프로모션 자료에 표시되어 영농인들의 프로그램 참여를 장려하고 

소매점, 도매 및 기관 구매자에게 프로그램의 가치를 홍보합니다.  

 

뉴욕주 재배 인증 (New York State Grown & Certified) 프로그램에는 현재 34,204 에이커 

크기에 해당하는 뉴욕주 농가 54 개소의 과일 및 채소 생산업체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스튜어츠 숍스(Stewart’s Shops) 소개 

 

스튜어츠 숍스(Stewart’s Shops)는 업스테이트 뉴욕과 서던 버몬트 전 지역에서 330 

개가 넘는 상점을 운영하는 직원 및 가족 소유의 편의점 체인입니다. 우유와 달걀은 자체 

공장 근처의 농장들에서 매일 수집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십 가지의 맛있는 아이스크림 

맛을 내기 위해 우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튜어츠 숍스(Stewart’s Shops)는 커피, 간편 

식품, 식료품점, 가솔린, 기타 편의 용품들로도 유명합니다. 스튜어츠 숍스(Stewart’s 

Shops)는 매년 약 250만 달러를 기부를 통해 해당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있습니다. 

데이크 가족 재단(Dake Family Foundations)을 통해서도 동일한 금액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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