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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승객들에 뉴욕 식음료 제품 홍보 위한 TASTE NY과 AMTRAK의 

파트너십 발표 

 

국제 및 국내 여행객은 지금부터 뉴욕시, 토론토, 몬트리올, 나이아가라 폭포 및 버몬트의 

러틀랜드행 열차 여행 중 제공하는 뉴욕 식품을 맛볼 수 있음  

 

Amtrak은 매년 백만 명의 승객이 열차 노선을 이용할 것으로 추정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Taste NY은 Amtrak과 협력관계를 맺어 뉴욕주를 

왕래하는 세계 각국에서 온 여행객들한테 뉴욕산 제품을 제공하려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Taste NY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하여 뉴욕주에서 뉴욕시, 나이아가라 

폭포, 버펄로, 로체스터, 시러큐스 및 올버니 사이의 주내 노선과 토론토, 몬트리올 및 

버몬트의 러틀랜드에서 뉴욕으로 왕래하는 Amtrak 열차를 선택한 승객들은 지금부터 

지역에서 생산한 스낵과 수제 음료를 맛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의 회사들은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식음료를 

만듭니다. Taste NY 프로그램을 통하여 이런 훌륭한 제품들은 주 전역과 전 세계에 

갈수록 많이 퍼지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기대했던 이 새로운 협력관계로 하여 Amtrak 

노선을 이용하는 약 백만 명의 사람들이 뉴욕이 제공하는 최고의 제품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 협력관계의 시작으로 13개의 뉴욕 열차에 있는 스낵카에서 뉴욕 식음료 제품들이 

제공됩니다. Amtrak은 매년 약 백만 명의 승객들이 이 노선들을 이용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프로그램을 개시하는 선발주자들은 KIND 바(Manhattan, 뉴욕시), Always Bagels 

(Bohemia, 롱아일랜드), Chobani 요구르트(New Berlin, 서던 티어), Sweet Sam's 커피 

케익(Bronx, 뉴욕시), Brooklyn Defender IPA (Brooklyn, 뉴욕시), Ommegang Witte 

Wheat Ale (Cooperstown, 모호크 밸리) 및 Nine Pin Cider (Albany, 수도권)입니다. 

 

Taste NY 제품들을 맛볼 수 있는 Amtrak 열차 노선:  

 Maple Leaf (63/64), 뉴욕시 - 나이아가라 폭포 - 토론토 왕복 노선. 

 

 Adirondack (68/69), 몬트리올 - 올버니 - 뉴욕시 왕복 노선. 



 

 Empire Service (280/281/283/284/288), 뉴욕 - 올버니 - 시러큐스 - 로체스터 - 

버펄로 - 나이아가라 폭포 왕복 노선. 

 

 Ethan Allen Express (290/291/292/293), 러틀랜드 - 올버니 - 뉴욕 왕복 노선. 

 
 

Amtrak 고객서비스부 부사장 Tom Hall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Amtrak은 Cuomo 

주지사 및 뉴욕주 정부와 협력하여 지역산 식음료를 뉴욕 열차의 카페 서비스에서 

제공하게 되어 기쁩니다. 이 프로그램은 뉴욕을 기반으로 하는 훌륭한 사업들이 주의 

경제 성장을 돕는 동시에 새롭고 다채로운 식품을 제공하여 우리의 승객들에게 좋은 

추억을 남기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 농업부 커미셔너 Richard A. Ball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3년간 Cuomo 

주지사님의 Taste NY 기획은 주의 세계적 수준의 농산물에 대한 전례 없는 홍보와 지역 

곳곳의 경제 진흥을 도왔습니다. 매번 새로운 지역을 추가하는 이런 중요한 파트너십을 

통하여 어느 때보다 많은 고객이 뉴욕이 제공하는 제품을 맛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Amtrak과 한 팀이 되어 매우 기쁘며 앞으로 이 협력관계가 더 확대되어 여행객들이 주의 

각 지방에서 만든 뉴욕의 독특한 맛을 경험하기를 기대합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의 관광부 총책임자 Gavin 

Landry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년 수백만 명의 방문객들이 뉴욕 곳곳의 휴가지를 찾아 

뉴욕주 전체의 지역 경제에 막대한 기어를 합니다. Cuomo 주지사님은 관광산업의 

중요성을 알고 매년 천억 달러 이상의 경제효과를 얻는 오늘의 경제 성장 초석을 다지는 

데 역사적으로 중요한 기어를 하셨습니다. Taste NY가 Amtrak과의 새로운 협력관계를 

통하여 뉴욕이 제공하는 최상의 식음료를 선보이고 공유하면서 우리는 더 많은 

여행객에게 ‘I Love New York!’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Nine Pin Cider Works의 공동설립자이자 사이다 제조사인 Alejandro del Peral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과 Taste NY의 인솔하에 승객들은 지금 

Amtrak에서 뉴욕의 사과주를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웨스턴 뉴욕이나 허드슨 밸리를 

거치는 웅장한 허드슨이나 북쪽으로는 애디론댁을 거쳐 지나는 승객들에게 수상 경력이 

있는 Nine Pin을 맛볼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은 우리 제조자들에게는 진정한 영광입니다. 

뉴욕의 첫 농장 사과주 제조사로서의 Nine Pin은 Taste NY과 Amtrak의 파트너십 

시작을 도울 수 있어서 기쁩니다.” 

 

Sweet Sam’s의 거래처 담당 임원 Eduardo Estrella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0여 년 

전에 우리가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은 제품에 최고의 재료를 사용하면 절대 잘못될 

일이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Sweet Sam’s는 Taste NY 기회의 일부가 되어 

본사의 뉴욕 스타일 크럼케이크와 같은 건강한 식품을 매년 수백만 승객들에게 알릴 

기회를 주는 Amtrak과 같은 운송 파트너와 협력하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우리는 

뉴욕에서 회사를 세워 성장한 브롱크스의 자랑스러운 제빵 회사입니다. 승객들은 드디어 



여행 중에 테이스트 오브 뉴욕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lways Bagels의 사장 Tony Pariti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Always Bagels는 37년 

넘게 “전통 방식의 삶은 베이글(Old Fashioned Boiled Bagels)”을 만드는 민간 

회사입니다. 우리의 최고를 향한 노력은 Amtrak과 뉴욕의 모든 고객에게 최고의 정통 

삶은 베이글을 제공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Taste NY 프로그램의 일부가 되어 

영광입니다.” 

 

이 새로운 협력관계는 현재 주 전역에 50개가 넘는 장소에서 기획하는 Taste NY의 

성공적인 성장에 힘입어 이루어졌습니다. 올 한 해에만 Taste NY은 뉴욕시의 Javits 

센터에는 새 비스트로 매점을, 모호크 밸리(Mohawk Valley)의 Lock E-13 Living History 

Rest Area에는 새 시장을, 존스비치(Jones Beach)의 새로 복구한 West Bathhouse에는 

Taste NY Café, 그리고 롱아일랜드의 존스비치 니콘 극장에는 Taste NY Bar 새로 

추가하였습니다. Taste NY의 브랜드로 시판되는 뉴욕 제품들은 뉴욕 전역 주립공원의 

주요 여행 중심지, 스포츠 및 엔터테인먼트 장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로 하여 Taste NY의 협력업체들은 

2014년부터 2015년의 매출이 3배로 올랐으며 올해는 2배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Amtrak® 소개 

Amtrak – America’s Railroad® – 전국 도시 간의 여행객들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철도 제공업체이자 자사의 고속철도 운영자입니다. 주와 

통근자들의 파트너로서 우리는 시민, 경제와 국가의 미래를 위해 달렸으며 지난 5년간 

매년 3,000만 명이 넘는 Amtrak 승객이 우리 철도를 이용하였습니다. 국가 철도 승객 

주식회사(National Railroad Passenger Corporation)로 알려진 Amtrak은 10명의 이사로 

구성되었으며 그중 9명은 미국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어 Amtrak CEO로 

당선되었습니다. 현재 Anthony R. Coscia는 이사장이고 Jeffrey R. Moreland는 

부회장입니다. Amtrak은 매일 300대 이상의 열차를 운행하여 최고 150 mph (241 

kph)의 속도로 46개 주, 컬럼비아 특별구 및 3개 캐나다 행정 도시의 500여 개 정거장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노선 스케줄, 요금 및 기타 내용에 대한 정보는 Amtrak.com을 

방문하시거나 800-USA-RAIL에 전화하십시오. 웹 블로그: blog.Amtrak.com, 

페이스북:Facebook.com 트위터 팔로우 @Amtrak.  

 

Taste NY 소개 

Taste NY은 Cuomo 주지사가 뉴욕주의 식음료 산업을 홍보하기 위해 2013년에 

출범시킨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감독은 농업시장부에서 담당하며, 현지 생산자들이 주 

전역의 60여 곳 지역에서 Great New York State Fair와 같은 36여 개 대규모 공개 

행사를 통하여 자신의 상품을 소개할 기회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또한 주 

고속도로를 따라 위치한 휴게소, 주립공원 및 기타 주요 여행지와 스포츠 및 오락장소의 

상점, 카페 및 바와 같은 대중적인 장소에서 고객들이 뉴욕주의 지역 농산물과 직접 만든 

국산품들을 살 수 있게 합니다. 약 1,100개의 현지 기업들이 이 사업기회에 참여했으며, 

더 나아가 그들의 제품과 뉴욕주의 성장하는 식음료 시장을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http://www.amtrak.com/home
http://blog.amtrak.com/
https://www.facebook.com/Amtrak
https://twitter.com/Amtrak


연결하고 있습니다. Taste NY에 관한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는, www.taste.ny.gov를 

방문하세요.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및 핀터레스트를 통해서 Taste NY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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