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3년 2월 22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변혁적 TASTE NY 프로그램 10주년 발표  

  

뉴욕의 주력 현지 식사, 음료 마시기 프로그램, 1억 달러 이상의 경제적 영향 제공  
  

Finger Lakes Welcome Center의 오픈 하우스, 뉴욕주 농부 및 농업 생산자와 지역 
관광 상품 강조  

  

2023년 주 전역의 Taste NY 시장에서 계획된 일련의 축하 행사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제네바의 Finger Lakes Welcome Center에서 열린 특별 

오픈 하우스에서 뉴욕의 공식 '현지 식사, 음료 마시기' 프로그램인 Taste NY의 10주년 

기념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행사는 뉴욕주의 농부와 식음료 생산자, 지역 관광지의 

다양성과 독창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축하 행사는 2023년 10년 이정표와 

프로그램의 성공을 인정하여 주 전역에서 계획된 일련의 행사 중 첫 번째 행사였으며, 

이는 뉴욕주 생산자에게 1억 달러 이상의 경제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Hochul 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Taste NY는 품질, 창의성 및 

열정으로 유명한 유명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Taste NY는 뉴욕의 농부와 생산자를 

홍보하려는 우리 사명의 초석으로, 위대한 주 구석 구석에 있는 기업의 최고의 음식, 

음료 및 선물 제품을 선보입니다. 저는 오늘 Taste NY의 10주년 기념 행사를 발표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우리의 농업 기업과 뉴욕 지역 제품의 폭을 계속 

지원하기를 기대합니다."  

  

Taste NY는 출시 이후 크게 성장했으며 현재 11개 지역 웰컴 센터, 공항, 주립 공원, 

Javits 센터 등을 포함하여 뉴욕주 전역의 거의 70개 위치에서 제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Taste NY는 MVP 아레나 및 Blue Cross 아레나와 같은 주요 스포츠 

경기장과 제휴 관계를 맺었으며 PGA 투어, 2023 FISU 세계 대학 경기 및 사라토가 

경마장과 같은 주요 스포츠 이벤트에 Taste NY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유명 이벤트 

주최자와 제휴 관계를 맺었습니다.  

  

Finger Lakes Welcome Center에서 열린 오늘 킥오프 축하 행사에는 지역 농업, 관광 

및 지원 파트너가 모여 웰컴 센터에서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뉴욕 농부와 생산자를 



방문객에게 소개했습니다. 이 행사에서 제품을 공급한 공급업체로는 Smokin' Tails 

Distillery, Red Jacket Orchards, Muranda Cheese, 4J's NVR Specialty Sauces, 3 

Brothers Wineries, Fulkerson Winery, Arbor Hill Grapery & Winery, Syrup a'La Rue, 

Brewery Ardennes, Geneva Reads, Karma Sauce, the Gourmet Butter Shop, Mama's 

Got You Catering, Green Heart of the Finger Lakes®, New York Kitchen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웰컴 센터는 모든 구매에서 10% 할인, 0.99달러짜리 아이스크림, 10년 

이정표를 기념하는 특별 경품 바구니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2018년에 처음 문을 연 Finger Lakes Welcome Center의 Taste NY 시장은 지역 수제 

음료, 농업 및 요리 공급업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핑거 레이크스 지역과 주 전역의 

식음료 생산자를 홍보합니다. 웰컴 센터는 개장 이후 280개 이상의 공급업체로부터 

1,900개 이상의 뉴욕 제품을 시장에서 선보였습니다. 2022년 웰컴 센터의 총 매출은 

43만 달러에 육박하여 전년 대비 1.7% 성장했으며 235,600명 이상의 방문객이 뉴욕주 

최고의 행사를 경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주 농업 국장 Richard A. Ball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Taste NY는 치즈와 

아이스크림부터 잼과 젤리, 메이플 시럽, 수제 음료, 사탕, 심지어 양초와 비누와 같은 

선물 품목에 이르기까지 뉴욕이 제공하는 모든 최고의 제품을 홍보해 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우리 생산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그들의 노력을 조명하고 

새로운 소비자에게 그들의 제품을 소개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올해 Taste NY의 

10년을 축하하게 되어 기쁘고 앞으로 흥미진진한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의 사장, 최고경영자 겸 

커미셔너인 Hope Knight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Taste NY 프로그램의 10주년을 

축하하는 모든 분들께 축하드립니다. 이 풍미 가득한 이니셔티브는 주의 모든 최고 

품질의 농산물을 선보이는 역할을 했으며 관광 산업을 성장시키고 뉴욕주의 전반적인 

경제를 지원하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성공적인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Amie Hendrix 제네바 시 관리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네바시는 올해 내내 축하 

행사를 시작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Taste NY 협업을 통해 전 세계 

방문객에게 지역 농부와 생산자의 작품을 선보일 수 있는 능력에 감사드립니다. 뉴욕 

시민들이 현지에서 먹고 마시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유를 진정으로 보여줄 수 

있는 파트너십의 10번째 기념일을 축하하는 모든 분들께 축하드립니다."  

  

Finger Lakes Welcome Center의 마켓 매니저인 Jennifer Kime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핑거레이크스 웰컴 센터 팀은 연중 계속되는 Taste 10주년 기념 행사의 

시작 장소로 선정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Taste NY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핑거 레이크스 지역에 초점을 맞춘 뉴욕주의 보조금을 나타내는 보상 경험입니다. 개장 

이후, 선보이는 제품의 65%는 지역의 공급업체로부터 공급되었습니다. 센터를 

방문하지 않으셨다면 커피 로열티 프로그램, 수제 음료 시음, 그리고 여름에는 지역 



샌드위치와 상쾌한 음료를 즐길 수 있는 야외 호숫가 좌석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핑거 레이크 방문객 연대(Finger Lakes Visitors Connection) 사장 겸 최고경영자인 

Valerie Knoblauch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관광 산업과 좋은 'tastes of New York' 

사이의 연계는 제네바의 Finger Lakes Welcome Center에서 일어나는 일에 의해 

예시됩니다. 테이스트 NY의 프리미어 장소인 Finger Lakes Welcome Center는 

방문객들에게 뉴욕산 제품의 다양성을 소개합니다. 많은 방문객들에게 다음 단계는 

이러한 품목이 어디에서 만들어지고 누가 만들었는지 알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웰컴 

센터 팀은 제작자와 더 많은 맛을 내기 위해 방문 할 장소에 대한 정보를 즐겁게 

공유합니다. 방문객들은 체류를 연장하고, 다시 방문하고, 집에서 우리 제품을 

찾습니다. Taste NY는 우리 지역 경제의 윈-윈입니다."  

  

Red Jacket Orchards의 농장 상점 관리자인 Natalie Bari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Red Jacket Orchards는 처음부터 Taste NY의 자랑스러운 지지자이자 

파트너였습니다. 뉴욕주 전역에 소량의 독특한 제품을 선보이는 Taste NY는 업계에서 

많은 성장을 지원했습니다. 우리는 10년과 다음 10년을 축하하기 위해 (주스) 잔을 들어 

올립니다."  

  

Green Heart of the Finger Lakes® 소유주인 Jeffrey H. Well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Taste NY의 10주년 기념 행사에 참여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10년 중 6년 동안 제네바 Finger Lakes Welcome Center에서 오랫동안 공급업체가 될 

수 있는 훌륭한 기회를 가졌기 때문에 특히 의미가 있습니다. Taste NY와 Green Heart 

of the Finger Lakes®는 우리 주와 지역이 제공해야 하는 모든 좋은 것을 상징합니다."  

  

Cornell Cooperative Extension 설리번 카운티 프로그램 디렉터인 Vanessa 

Petrossia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Taste NY의 10주년은 뉴욕의 농업 부문에 대한 

10년 간의 헌신을 기념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주 전역의 지역사회의 농부와 생산자에게 

미친 긍정적인 영향에 감사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협력과 파트너십의 힘에 대한 

증거이며, 우리는 앞으로 몇 년 동안 농부와 지역 중소기업에 계속 봉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허드슨 밸리 | 캣츠킬 웰컴 센터 및 ShopTasteNY.com 운영을 

통해 이 이정표를 달성하는 데 일조함으로써, 우리는 이룩한 모든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우리가 봉사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하기를 

기대합니다."  

  

Muranda Cheese의 파트너인 Tom Murray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Muranda Cheese는 

창립 이래 Taste NY의 자랑스러운 파트너였습니다. 파트너십을 통해 우리 사업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방문객들은 Taste NY 프로그램을 통해 센트럴 뉴욕과 다른 

곳에서 독특한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이후까지 성장을 이끌어 

나가십시오."  

  



올해 Taste NY의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뉴욕주 스루웨이청과 뉴욕주 교통부의 부서 

파트너가 운영하는 웰컴 센터를 포함하여 주 전역에서 일련의 이벤트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정표는 또한 프로그램의 10주년 이정표 행사를 강조하는 특별한 웹 

페이지, 소셜 미디어 캠페인 등을 통해 표시될 것입니다. 또한  ShopTasteNY.com은 

일년 내내 주 전역에 무료 배송을 제공하고 10주년 기념 행사 기간 동안 특별 가격 

인하로 각 지역의 제품을 강조함으로써 주 전체의 #TasteTurns10주년 축하 행사를 

기념할 것입니다. 다음 행사는 3월에 서던 티어에서 진행되며 추가 이벤트에 대한 

정보는 제공되는 대로  Taste.NY.gov에 게시됩니다.  

  

Finger Lakes Welcome Center의 Taste NY 시장 소개  

Finger Lakes Welcome Center의 Taste NY 시장은 신선한 재료와 현지 농부들이 

재배하고 생산한 제품으로 만든 따뜻한 점심과 차가운 점심 메뉴를 제공합니다. 이 

시장은 또한 뉴욕주에서 만든 와인, 맥주, 사이다, 테이크아웃 스낵 및 선물을 

제공합니다. 또한 웰컴 센터는 이 지역의 관광 산업을 강조하며, 곳곳에 여러 개의 

인터랙티브 I Love New York 키오스크가 배치되어 있어 방문객들이 이 지역에 대한 

지식을 테스트하거나 여행 일정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Taste NY 소개  

Taste NY는 뉴욕주에서 재배, 생산 또는 가공된 식품 및 음료의 품질, 다양성 및 경제적 

영향을 강조합니다. Taste NY는 그레이트 뉴욕주 박람회 및 Bethpage 주립 공원의 

Barclays Tournament와 같은 이벤트, 소매점 및 파트너십을 통해 생산자를 위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Taste NY는 지난 10년 동안 소매점, 이벤트 및 

후원을 통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거의 2,000 명의 식음료 생산자를 지원했습니다. 

2022년에는 311명의 새로운 생산자들이 뉴욕의 웰컴 센터를 통해 프로그램에 

합류했습니다. Taste NY의 식음료 사업은 또한 제품에 뉴욕주 재배 농산물을 사용하여 

뉴욕주 농부를 지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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