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년 7월 7일 ANDREW M. CUOMO 주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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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RTIFIED PROGRAM)에 추가로 참여하는 유제품 가공업체 6곳 발표 

 

인증 받은 유제품 가공업체가 뉴욕주 전역 농장 1,200곳 이상을 지원할 것 

  

이번 달부터 우유, 요거트, 치즈 제품에 인증 마크 부착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주도 지역, 센트럴 뉴욕, 미드 허드슨, 뉴욕시, 노스 

컨트리, 웨스턴 뉴욕 지역의 유제품 가공업체 6곳이 추가로 뉴욕주 재배 인증 

프로그램(New York State Grown & Certified Program)에 참여하였음을 발표하였습니다. 

소비자는 Byrne Dairy, Upstate Niagara Cooperative, McCadam Cheese, King Brothers 

Dairy, Hudson Valley Fresh Dairy, Beecher’s Handmade Cheese의 엄선된 우유, 

요거트, 치즈 상품에서 인증 마크를 곧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기 유제품 가공업체는 

뉴욕주 전역 농장 1,200곳에서 우유를 공급받아, 뉴욕주에서 가장 큰 농업 부문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낙농업은 뉴욕주 농업의 중요 부분이며, 뉴욕주 

재배 인증 프로그램(New York State Grown & Certified Program)은 이러한 뉴욕주 

경제의 중요 부문을 더욱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 적용 범위를 

낙농업까지 확대함으로써, 뉴욕 최고의 생산자들 및 근면한 농부들을 홍보하고, 

소비자와 고품질 제품을 보다 긴밀하게 연결하여 지역 경제 성장을 지원할 것입니다.” 

  

뉴욕주 재배 인증(New York State Grown & Certified)은 안전한 식품 취급 관행을 

준수하고 환경적 책임을 실천하는 생산업체들이 생산한 뉴욕주 농장 재배 농산물을 

구분하여 판매하는 홍보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달, 주지사는 스튜어츠 숍스(Stewart’s Shops)와의 새로운 파트너십을 발표하여 

스튜어츠의 우유, 아이스크림, 하프 앤 하프, 휘핑크림 및 계란까지 뉴욕주 재배 

인증(New York State Grown & Certified) 프로그램을 확장하였습니다. 오늘의 발표로 

보다 높은 기준을 충족하는 뉴욕주의 농장과 가공업체에게 초점을 맞추어, 뉴욕주의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new-york-state-grown-certified-expands-dairy-industry


주요 농산업을 성장시킨다는 이 프로그램의 목표에 더욱 다가갈 것입니다.  

  

웨스턴 뉴욕  

  

Upstate Niagara Cooperative, Inc.는 뉴욕 낙농가 345곳 소유의 식음료 회사로, 수상 

경력에 빛나는 혁신적 고품질 상품을 뉴욕 주민들에게 수 세대 동안 제공해 왔습니다. 

농장에서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산 단계에서의 품질에 대한 헌신적인 노력으로 

생산한 제품에는 우유, 향 첨가 우유 음료, 요거트, 딥, 사워 크림, 코타지 치즈, 뉴욕주 

전역에서 Upstate Farms®, Bison®, Intense Milk® 브랜드로 판매된 아이스크림 믹스 

제품이 있습니다. 버펄로에 본사를 두고 있는 Upstate Niagara는 수 개월 후 자사의 우유 

제품에 뉴욕주 인증 (New York Certified) 마크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센트럴 뉴욕  

  

Byrne Dairy는 4대째 내려오는 가족 경영 유제품 가공업체 및 유통업체이며, 홀 푸드 

마켓(Whole Foods Markets), Byrne Dairy 매장 및 기타 고급 소매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자사의 신규 유기농 유제품 Byrne Hollow Farm 라인에 이미 뉴욕주 재배 인증(New York 

State Grown & Certified) 마크를 달았습니다. 이번 달 말, 소비자는 BJ 홀 세일 클럽(BJ’s 

Wholesale Club) 매장에서 판매되는, Byrne Dairy의 신규 제품인 풀을 먹여 키운 Byrne 

Hollow Farm 유제품 라인에서 인증 마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몇 주 

내에 Byrne Dairy는 인증 마크가 붙은 신제품 및 기존 제품 라인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초창기부터 Byrne Dairy는 대부분 자사 가공 공장에서 40마일 이내에 위치한 수백 개의 

지역 및 가족 경영 농장과 협력하여 가장 신선하고 맛있는 유제품을 생산하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스 컨트리  

  

Agri-Mark 소유의 McCadam Cheese는 북동부의 선도적 낙농 기업으로, 뉴욕주 재배 

인증(New York State Grown & Certified)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프랭클린 

카운티에 위치한 McCadam은 최고 품질 표준을 준수하는 뉴욕 낙농가 588곳에서 

생산하는 우유를 사용하여, 수상 경력에 빛나는 뉴욕 체다 치즈, 뮌스터 치즈 및 유럽식 

치즈를 제조합니다. McCadam 치즈는 한나포드(Hannaford), 프라이스 춉퍼(Price 

Chopper)를 포함한 북동부 전역의 매장 500여 곳에서 판매됩니다. 소비자는 내년부터 

자사 제품에서 인증 마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도 지역  

  

King Brothers Dairy는 가족 경영 농장으로, 사라토가 카운티의 가공업체입니다. 유리병 

우유를 소비자의 집 앞까지 바로 배달하는 미국 내 몇 안 되는 유제품 가공업체 중 

하나입니다. 최고의 순종 홀스타인 젖소와 고품질 우유로 유명합니다. King Brothers 



Dairy는 주도 지역 전역의 소비자에게 제품을 배달하며, 점점 더 많은 지역 식품점 및 

소규모 시장에서 자사의 제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미드 허드슨  

  

Hudson Valley Fresh Dairy는 더치스, 컬럼비아, 얼스터 카운티에 위치한 낙농가 10곳의 

협동조합입니다. Hudson River Valley의 농업 유산 보존에 전념하고 있으며, 다양한 

프리미엄급 유제품을 생산합니다. 우유, 전유(全乳), 아이스크림, 하프 앤 하프, 휘핑 

크림, 요거트, 사워 크림 제품에서 인증 마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허드슨 

밸리에 위치한 소매점 100여 곳에서 Hudson Valley Fresh 제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뉴욕시 

  

Beecher’s Handmade Cheese는 뉴욕시의 플랫아이언 디스트릭트(Flatiron District)에 

위치한, 수상 경력에 빛나는 도심의 치즈 제조업체입니다. 유리로 둘러싸인 독특한 치즈 

제조 주방은 방문객들에게 자사의 수 세기에 걸친 치즈 제조 과정을 지켜 볼 수 있는 

기회를 선사합니다. Beecher’s는 현지 농가 4곳에서 생산한 우유를 사용하여 인공 색소, 

향료 및 방부제가 첨가되지 않은 다양한 종류의 전문 치즈를 생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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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했습니다: “이러한 뛰어난 가공업체를 재배 인증(Grown & Certified) 프로그램에 

추가하게 되면 뉴욕주 대부분의 지역에 위치한 가족 경영 농장 수백 곳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보다 높은 기준을 준수하는 세계적 수준의 뉴욕주 농산물을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합니다. 구매자는 이들 가공업체에서 생산된 우유, 치즈, 요거트 및 기타 

유제품이 식품 안전을 준수하고 환경 지속성에 전념하는 농장 및 가공 시설에서 생산된 

것을 알고 안심하게 될 것입니다.”  

  

Upstate Niagara Cooperative의 Keith Telaak 수석 마케팅 매니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낙농가(酪農家)는 뉴욕주 농업 커뮤니티의 일원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주 전역의 가족, 친구, 이웃에게 맛있고 영양가 있는 유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장지에 뉴욕주 인증 (New York Certified) 마크가 

표시된 제품을 찾아 로컬 푸드 생산자를 지원해 줄 것을 뉴욕주 소비자들께 권장합니다.” 

  

Byrne Dairy의 Carl Byrne 영업 및 마케팅 부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Byrne Dairy는 

뉴욕주 재배 인증 프로그램(New York State Grown & Certified Program)에 참여하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84년 이상 현지 농가에서 생산된 신선한 우유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 인증 마크가 생산 파트너들에게 자격 인증을 부여할 것이라 믿습니다.” 

  

Agri-Mark 이사회 Neal Rea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McCadam이 뉴욕주 재배 인증 

프로그램(NYS Grown & Certified Program)에 참여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뉴욕주 캠브리지에 위치한 저희 농장을 포함하여, 우리 협동 조합에 속한 농가 중 절반 

이상이 뉴욕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McCadam 치즈가 제조되는 샤또게이 유제품 제조 

공장(Chateaugay creamery)은 미국에서 가장 오랫동안 운영되어 온 치즈 공장 중 

하나이며,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치즈를 제조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King Brothers Dairy의 가족 소유주 중 한 명인 Jan King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사라토가 지역에서 115년 이상 내려온 가업인 유제품 제조업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고객들은 우리의 프리미엄 우유 및 유제품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NYS 재배 

인증 프로그램(NYS Grown & Certified Program)의 일원이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이는 우리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과 보다 직접적이고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Hudson Valley Fresh Dairy 창업자 Sam Simo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Hudson Valley 

Fresh Dairy는 객관적 기준에 의해 측정된 프리미엄 품질 우유는 부가가치 상품이며, 이 

품질의 우유를 생산하는 농민은 일정한 가격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농민들은 소를 돌보는 일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 땅의 진정한 수호자입니다.” 

  

Beecher’s Cheese 창업자 Kurt Beecher Dammei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유의 

신선도가 치즈의 맛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믿기에, 자사의 치즈 생산 공장에서는 

현지에서 생산된 프리미엄 우유만을 사용합니다. 뉴욕주에 양질의 우유를 생산하는 데 

전념하는 낙농가들의 강력한 네트워크가 있어 다행입니다. 뉴욕주 재배 인증 

프로그램(New York State Grown & Certified Program)에 참여하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뉴욕주 상원 농업 위원회(Senate Agriculture Committee) 의장 Patty Ritchie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의 낙농가와 가공업자들이 뉴욕주 주도 산업인 

농업의 번영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계신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뉴욕주 재배 

인증 프로그램(New York State Grown & Certified Program)을 통해 유제품을 

강조함으로써 이를 인정해 주신 Cuomo 주지사님과 Ball 커미셔너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뉴욕주의 농산업의 가장 큰 부문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이 신선하고 

영양가 있는 고품질 현지 생산 식음료를 쉽게 만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Bill Magee 뉴욕주 하원의원 겸 하원농업위원회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고 

품질의 제품과 비즈니스 실무로 잘 알려진 이 6곳의 가공업체가 보다 높은 기준을 

목표로 하는 환경 책임 절차를 준수하여 생산되는 현지 신선 식품임을 보장하는 뉴욕주 

재배 인증(NYS Grown & Certified) 마크를 달게 되었습니다. 이 인증 마크로 구입하려는 

유제품이 바로 이곳, 우리의 고향 뉴욕주의 젖소가 생산한 우유로 제조된 제품임을 알 수 

있습니다.” 

 

뉴욕주 재배 인증 (NYS Grown & Certified) 프로그램 소개  



  

Cuomo 주지사가 2016년 8월 실시한 뉴욕주 재배 인증 프로그램(New York State 

Grown & Certified Program)은 뉴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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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뉴욕주 농지 33,000에이커를 대표하는 과일 및 채소 생산업체 57곳과, 뉴욕주 재배 

인증 (New York State Grown & Certified)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뉴욕주 농장 1,200여 

곳을 대표하는 유제품 가공업체 7개가 있습니다. 

  

Facebook, Twitter, Instagram에서 뉴욕주 재배 인증(New York State Grown & Certified) 

프로그램을 팔로우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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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launches-new-york-state-grown-certified-food-program?_sm_au_=iVVQqV5Qb46H50Vn
https://certified.ny.gov/
https://www.youtube.com/watch?v=LrNmWAF51Cc&feature=youtu.be
https://www.facebook.com/NYScertified/
https://twitter.com/nyscertified?lang=en
https://www.instagram.com/nyscertified/
http://www.governor.ny.gov/
mailto:press.office@exec.ny.go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