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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뉴욕주에서뉴욕주에서뉴욕주에서뉴욕주에서 메이플메이플메이플메이플 시럽시럽시럽시럽 생산량을생산량을생산량을생산량을 거의거의거의거의 18% 증대하기로증대하기로증대하기로증대하기로 했다고했다고했다고했다고 

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 

 

이는이는이는이는 작년의작년의작년의작년의 70년년년년 기록을기록을기록을기록을 100,000 갤런갤런갤런갤런 이상이상이상이상 깨뜨리는깨뜨리는깨뜨리는깨뜨리는 양이다양이다양이다양이다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미국에서미국에서미국에서미국에서 메이플메이플메이플메이플 시럽시럽시럽시럽 2위위위위 생산지로서의생산지로서의생산지로서의생산지로서의 위치를위치를위치를위치를 유지하다유지하다유지하다유지하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에서의 메이플 시럽 생산을 18% 가량 늘리고 

지난 해의 70년 생산 기록을 100,000 갤런 이상 깨뜨려 미국에서 신선한 메이플 시럽 

생산지 2위라는 뉴욕주의 순위를 유지하게 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뉴욕의 메이플 

시럽 농장주들은 2016년에 700,000 여갤런의 메이플 시럽을 생산했습니다. 이는 보통 

때보다 더 높은 온도로 인한 기록으로, 한 계절이 길어진 탓도 있습니다.  

 

“뉴욕은 지구 상의 어디에서도 최고의 메이플 시럽을 생산합니다. 이 제품은 뉴욕주 

농산업의 핵심입니다”라고라고라고라고 Cuomo 주지사가주지사가주지사가주지사가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이처럼 달콤한 성공을 거두고 

또 다른 기록을 깨는 계절에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의 메이플 시럽 생산자들에게 축하 

드립니다.” 

 

USDA의 국립 농업통계서비스에 따르면 뉴욕의 메이플 시럽 생산은 미국 총계에서 약 

16.8%, 또는 미국 총샌산량의 약 1/6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의 

생산량은 2015년 601,000 갤런에서 18% 증가하여 70년만의 기록을 깨뜨렸습니다. 

메이플 시럽을 만들기 위한 탭의 수도 꾸준히 증가해 2016년에 250만여 탭을 기록했는데 

이는 194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USDA도 2016년 뉴욕에서 메이플 시럽을 모으는 평균 일수가 36일로, 이는 매섭게 

추웠던 겨울 날씨로 생산이 제한적이었던 전년도에 비해 10이상 긴 기간입니다. 비교를 

하자면 이 시즌은 2013년 평균 40일 길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Taste NY 프로그램은 많은 뉴욕주 메이플 시럽 생산업자들과 파트너를 

맺고 뉴욕주에 있는 Taste NY 스토어와 카페에서 이들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들 제품은 또한 매년 Taste NY 샘플링 행사, Great New 

York State 박람회에서 Horticulture Building에서 유명한 메이플 생산업자 부스에도 

나왔습니다. 이때 메이플 팝콘, 아이스크림, 코튼 캔디 등이 선물 용품으로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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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농업부농업부농업부농업부 Richard A. Ball커미셔너는커미셔너는커미셔너는커미셔너는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올해 메이플 주간에 많은 

메이플 생산업자들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계절의 이른 시작과 따뜻한 기후로 

올해 이들 생산업체들에게 멋진 결과가 생기게 되어 마음이 흡족합니다. 우리는 뉴욕주 

농업과 관련해서 농업의 발전과 뉴욕주 경제 성공에 크게 기여하는 우리의 메이플 

농장주들이 이 분야의 발전에 앞장서는 것을 크게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NYS 메이플메이플메이플메이플 생산업자협회생산업자협회생산업자협회생산업자협회 총재인총재인총재인총재인 Tony Van Glad는는는는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뉴욕주 메이플 

생산업자들이 우리의 메이플 나무가 제공하는 달콤한 호박색 액체를 생산하는 훌륭한 

일을 해주신 점에 대해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자연과 더불어 뉴욕주에서 올해 

생산된 메이플의 양을 증대할 수 있었고 미국 제2위 생산지를 유지하면서 제1위를 

목표로 하였습니다! NYS의 메이플 생산업자협회는 이 생산량 증가 사실을 널리 알리고 

판매할 수 있도록 입법부 의원들과 주지사께서 도와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순수 메이플 시럽은 100% 자연산 비정제 감미료입니다. 이 시럽은 칼슘, 포타슘, 망간과 

같은 건강한 다이어트에 중요한 좋은 비타민과 미네랄 공급원입니다. 순수 메이플 

시럽은 건강에 좋은 천연의 맛을 담은 제품일 뿐만 아니라 첨가제가 없고, 일반 감미료 

중에서 칼로리 수치가 가장 낮은 제품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메이플 시럽과 뉴욕주 

메이플 시럽을 사용하는 맛있는 레시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nysmaple.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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