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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요구르트를요구르트를요구르트를요구르트를 공식공식공식공식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스낵으로스낵으로스낵으로스낵으로 지정지정지정지정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제제제제2차차차차 요구르트요구르트요구르트요구르트 서밋에서밋에서밋에서밋에 앞서앞서앞서앞서 법안에법안에법안에법안에 서명서명서명서명  

 

이이이이 법안은법안은법안은법안은 요구르트를요구르트를요구르트를요구르트를 공식공식공식공식 주주주주 스낵으로스낵으로스낵으로스낵으로 지정함으로써지정함으로써지정함으로써지정함으로써 제제제제1의의의의 요구르트요구르트요구르트요구르트 생산주로서의생산주로서의생산주로서의생산주로서의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지위를지위를지위를지위를 

기립니다기립니다기립니다기립니다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개최되고 있는 제2차 뉴욕주 요구르트 서밋에 앞서 요구르트를 

뉴욕주의 공식 스낵으로 지정하는 법안에 오늘 서명하였습니다. 이 서밋은 업계 전문가들을 한 

자리에 모아 요구르트 비즈니스를 더욱 성장시키고 새 일자리 창출을 지속시키는 방법을 토의할 

것입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는 미국에서 요구르트의 최상위 생산주로서 2013년에만 7억 4100만 

파운드의 요구르트를 생산하였습니다. 

 

“이 지정은 이 주의 요구르트 산업의 중요성에 합당한 인정입니다. 요구르트 산업은 지난 몇 년에 

걸쳐 엄청난 성장을 거듭하여 뉴욕주를 미국 최상위 요구르트 생산주로 만들었습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뉴욕주 생산자 및 낙농민들과 계속 협력하여 이 진보를 토대로 

이 극히 중요한 산업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그리스 스타일 요구르트의 엄청난 붐은 뉴욕주 낙농업 재활성화의 촉매였습니다. 뉴욕주는 

2013년에 7억 4100만 파운드의 요구르트를 생산하여 2012년의 6억 9500만 파운드보다 많았으며 

미국 총 요구르트 생산량의 15.7%를 차지하였습니다. 또한 뉴욕주의 유제품 제조업체는 2013년에 

약 9,478명을 고용하였고 총 임금은 5억 1천 3백만 달러였는데 이는 2010년 7,749개의 일자리와 

4억 100만 달러의 총 임금에서 상승한 수치입니다. 

 

요구르트를 공식 주 스낵으로 지정 함으로써 요구르트 및 낙농 산업의 경제적 및 보건 혜택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계속 높아질 것입니다. 2012년에 개최된 요구르트 서밋의 결과로 비즈니스 성장의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여러 이니셔티브가 시행되어 제조업체들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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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상원의원 Michael H. Ranzenhofer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요구르트는 이제 뉴욕주의 공식 

스낵인데, Byron-Bergen 초등학교의 4학년들이 모든 크레딧을 받아야 합니다. 처음 이 아이디어 

제안으로부터 금년 초 주 의사당 견학까지 이 학생들은 이 법안을 입법화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합니다. 본인은 주지사께서 저의 법안에 서명해 주셔서 기쁩니다.”  

 

주 하원의원 William Magee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본인은 주지사께서 뉴욕주 낙농업과 

요구르트 산업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이 법안에 서명해 주셔서 기쁩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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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E WORK FOR THE PEOPLE 
PERFORMANCE * INTEGRITY * PRID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