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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메이플의 달을 맞아 뉴욕주 메이플 산업 홍보  

  

뉴욕의 메이플 시럽 생산은 2022년 사상 최대 규모인 845,000 갤런을 기록해 전국 2대 

규모 달성  

  

뉴욕 주민들은 3월 18일부터 19일 및 25일부터 26일에 진행되는 메이플 주말에 

참여하거나 3월 내내 진행되는 특별 행사에 참여해 지역 생산자 지원 가능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뉴욕 주민에게 지역 메이플 생산자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주지사는 다가오는 메이플 주말(Maple Weekends) 행사 및 활동에 대해 알렸습니다. 

3월 18일~19일, 25일~26일에 진행되는 해당 행사와 더불어 3월 내내 기타 특별 행사와 

홍보 활동이 진행됩니다. 뉴욕 메이플 생산자들은 2022년 메이플 시럽 845,000 갤런을 

생산하여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뉴욕주는 계속 메이플 생산 부문에서 전국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의 메이플 생산은 번성하고 있으며, 산업은 

계속 기록을 경신하고 전국 생산량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장 독특하며 

혁신적이고 맛있는 메이플 제품 생산을 위해 수고해주신 우리의 생산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뉴욕 주민들께 이번 달 메이플 주말에 참가하여 지역 

생산자들이 판매하는 세계적 수준의 제품을 체험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메이플 생산에서 우위를 다투는 것과 더불어, 뉴욕은 또한 미국에서 가장 많은 태터블 

단풍 나무를 보유한 곳으로 단풍 설탕 생산자가 2,000명 이상입니다. 2022년 뉴욕의 

메이플 산업은 290만 탭을 사용하여, 한해 사용한 탭의 양이 가장 많았던 2021년과 

동일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뉴욕주 농업시장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Markets)는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 등에 대한 뉴욕주 예산(New York 

State Budget)을 비롯해, 코넬 대학교(Cornell University)의 메이플 프로그램(Maple 

Program)에서 진행하는 아놋 티칭 포레스트(Arnot Teaching Forest) 등 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뉴욕주 재베 인증(NYS Grown & Certified) 및 테이스트 

뉴욕(Taste NY) 마케팅 프로그램 등을 통해 메이플 산업을 지원합니다.  

  

메이플 주말  



매년 3월 한 달 동안, 그리고 특히 3월 18일~19일, 25일~26일 주말을 맞아 주 전역의 

메이플 농장을 대중에게 공개해 순수한 메이플 시럽을 직접 맛보고 뉴욕주에서 

전통적으로 메이플 시럽을 만드는 과정을 체험해볼 수 있습니다. 뉴욕주 재배 및 인증에 

참여한 다수를 포함한 생산자들은 팬케익 아침식사를 제공하고, 메이플 제품을 

판매하며, 시럽을 만드는 과정을 시연하기 위해 일반 대중에게 농장의 문을 활짝 열 

것입니다. 시럽 만드는 과정에는 나무에 양동이를 다는 전통적인 시스템이나 나무 당 

수액의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 진공 시스템을 사용하는 보다 현대적인 생산 방법 등이 

포함됩니다. 2023년 메이플 주말은 단풍 설탕 생산 농장 약 150곳에서 진행되어 

뉴욕주의 농업 관광을 활성화합니다. 메이플 주말 행사 목록은 

https://mapleweekend.nysmaple.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이플 생산자 80명 이상이 뉴욕주 재배 인증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식품 안전 및 지속 

가능한 환경 기준을 준수하는 뉴욕의 농업 생산업체와 재배자들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재배 인증 프로그램에 참여한 메이플 생산자 최신 목록은 

https://certified.ny.gov/wheretobuy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이플 홍보  

뉴욕의 테이스트 뉴욕 마켓(Taste NY Markets)은 3월 한 달 동안 주 전역에서 독특한 

지역 메이플 제품을 홍보합니다. 몇몇 마켓에서는 특별 행사를 진행합니다. 핑거 

레이크스 웰컴 센터(Finger Lakes Welcome Center)에서는 모든 메이플 제품을 10% 

할인하여 판매하며, 주도 지역 웰컴 센터(Capital Region Welcome Center)와 웨스턴 

뉴욕 웰컴 센터(Western New York Welcome Center)에서는 특별 제품 샘플 행사가 

진행됩니다. 인근 마켓 목록은 taste.ny.gov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욕 주민들은 

ShopTasteNY.com에서 편하게 집에서 뉴욕주 메이플 제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 

웹사이트에서는 한 달 동안 특별 혜택, 메이플 제품 무료 배송 등을 진행합니다. 또한 

테이스트 뉴욕 마켓은 3월 25일~26일 주말 동안 '메이플 매드니스(Maple Madness)' 

기념 행사를 진행합니다. 특별 샘플 행사 및 증정 행사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소셜 

미디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ichard A. Ball 뉴욕주 농업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재배 인증(NYS 

Grown & Certified) 프로그램에 편입된 메이플 생산 전문업체들 덕분에 뉴욕은 최근 

역사상 최고 수준의 기록적인 시럽 생산량을 자랑하는 주가 되었으며 시럽을 얻은 탭의 

횟수가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뉴욕 주민들께 메이플 주간 동안 인근 

농장을 방문하여 맛있는 제품을 맛보고 생산자들이 최고의 솜씨로 완성해 낸 시즌 첫 

생산품을 체험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Helen Thomas 메이플 생산자 연합(Maple Producer's Association) 사무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023 메이플 주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의 메이플 

시즌이 빨리 시작되어 생산자들은 이미 충분한 양의 메이플 제품을 생산했고, 샘플로 

여러분께 제공할 수 있습니다. 메이플 주말 동안 주 전역의 150개 단풍 설탕 제조자가 

방문객을 맞아 순수 메이플 시럽을 맛보거나 기타 메이플 제품 제조 방식을 체험할 수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mapleweekend.nysmaple.com%2F&data=05%7C01%7CViktoryia.Baum%40otda.ny.gov%7C3e02bd0299cc494334c108db249c2740%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8144025318041343%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Av4F%2Fs02ojLzz6qDuSy%2BnASOfBvyUS7o5hZzMYXI0h8%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certified.ny.gov%2Fwheretobuy&data=05%7C01%7CViktoryia.Baum%40otda.ny.gov%7C3e02bd0299cc494334c108db249c2740%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8144025318041343%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IO2TLETiJragM8XOV2ychFDSezgvSywya5dpYPsS3Sg%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r20.rs6.net%2Ftn.jsp%3Ff%3D001HC1rsXNVw6eBGinPvGcQmhy1TOndHJQD7BH8lGJ3IvnYErbc9zT-TleKOJTsb1Vy9kbmSMd_GvPDwh8hFvq5KauJNysYLphBgPHYeWfuACCA5drvQqEjmpUcRAahXCQYYY9cYVHPHaY%3D%26c%3DpJjxKpbAdcWj0dKoqsC7bZZbnwBC8BBejH4LzoWj6qRC2iBd_ypn-w%3D%3D%26ch%3D1i0X2OvTcUU-1d_ZA0pKhWYCDab3n5JEa6SHvmQlSnmP8sKtibccYA%3D%3D&data=05%7C01%7CViktoryia.Baum%40otda.ny.gov%7C3e02bd0299cc494334c108db249c2740%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8144025318041343%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6jQGCyg33De6KwchRZ2161aCTuFMgV4sg5mrBUkJhR0%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r20.rs6.net%2Ftn.jsp%3Ff%3D001HC1rsXNVw6eBGinPvGcQmhy1TOndHJQD7BH8lGJ3IvnYErbc9zT-TqlQtaotDlrR8MDeFCBDbdLjx6_6ZBuVZD7X1QcfN7m_zGA3mBmQ0ynynDcxnVdA1o5oKALv7mQwjcdmTIAhi61MAy_ST7JlaA%3D%3D%26c%3DpJjxKpbAdcWj0dKoqsC7bZZbnwBC8BBejH4LzoWj6qRC2iBd_ypn-w%3D%3D%26ch%3D1i0X2OvTcUU-1d_ZA0pKhWYCDab3n5JEa6SHvmQlSnmP8sKtibccYA%3D%3D&data=05%7C01%7CViktoryia.Baum%40otda.ny.gov%7C3e02bd0299cc494334c108db249c2740%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8144025318041343%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QI3xwasAqQhvspIStQx%2BODO0rAvfoojJJBhNcQf0INY%3D&reserved=0


있도록 합니다. 방문객들은 가족 친화적인 활동을 즐기거나 신선한 뉴욕산 제품을 맛볼 

수 있습니다. 방문하시는 날 날씨가 춥다면, 메이플 나무에서 수액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럽 제조의 첫 단계부터 마지막 단계를 모두 지켜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mapleweekend.com에서 방문 계획을 세우세요!"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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