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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뉴욕 주민들에게 이번 연휴 시즌에 지역의 트리를 구매하도록 권장 

 

뉴욕의 크리스마스 트리 산업으로부터 800만 달러의 경제적 효과 발생 

 

올버니와 뉴욕시에 전시되기 위해서 3그루의 업스테이트 트리가 선정됨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 주민들에게 지역의 크리스마스 트리를 

구매함으로써, 이번 연휴 시즌에 우리 주의 나무 재배자들을 지원하자고 권장했습니다. 

매년 우리 주에서는 주 전역의 농장 수백 곳을 800만 달러 규모의 크리스마스 트리 

산업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시장과 연결시켜주면서 지원합니다. 올해는 연휴를 기념해서 

3그루의 업스테이트 지역 나무들이 올버니에 있는 뉴욕주 의사당과 뉴욕시에서 

전시되기 위해 선정되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뉴욕 주민들이 우리 주의 농업을 지원하고, 

이번 연휴 시즌에 지역 농장에서 나무를 구매하도록 권장합니다. 뉴욕은 크리스마스 

트리 농장 수가 국내에서 4번째로 많은 주이며, 우리는 이번에 다가오는 연휴 시즌에 이 

산업을 더욱 성장시키기를 고대합니다. 뉴욕 주민들이 뉴욕의 농장과 업체들로부터 뉴욕 

제품을 구매하면 모두에게 이익이 됩니다.” 

 

트리 컷팅 및 연휴 판촉 행사 

 

뉴욕에서 기른 나무를 판촉하기 위해서, 주 농업부 커미셔너 Richard A. Ball은 오늘 

얼스터 카운티에서 연휴 시즌의 시작을 알리는 트리 컷팅(tree-cutting)을 위해서 

Christmas Tree Farmers Association of New York과 함께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7피트 

길이의 발삼 전나무가 뉴욕주 의사당에서 연휴 기간 동안 전시되기 위해서 모데나에 

있는 Hurd’s 가족 농장(Hurd's Family Farm)에 의해 기부되었습니다. 

 

추가로, 트리 컷팅 행사에서는 Shawangunks 와인 + 트리 판촉 행사가 강조되었는데, 

이는 지역의 크리스마스 트리 농부들과 뉴욕 수제 주류 업체들 모두를 지원하기 위해서 

17개 참가 업체들에서 제공되었습니다. 

 

커미셔너 Ball은 Shawangunks 와인 + 트리 판촉 행사의 일환으로 뉴팔츠에 있는 Adair 

Vineyards도 방문했으며, 이 판촉 행사에서는 참가 업체에서 와인 한병 또는 시음권을 

구매하거나, 트리 또는 크리스마스 화환을 구매하는 경우에 나무로 만든 특별한 

장식품을 고객들에게 무료로 제공합니다. Shawangunks 와인 + 트리 판촉 행사는 2016-

17 주 정부 예산에 포함된 자금에 의해서 지원받습니다. 판촉 행사에 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면 여기를 참조하세요.  

 

http://www.hurdsfamilyfarm.com/
http://www.adairwine.com/
http://www.adairwine.com/
http://www.nywineandtrees.com/


업스테이트 농업을 뉴욕시 시장에 연결 

 

주 정부가 Christmas Tree Farmers Association 및 GrowNYC와 맺은 파트너십을 통해서, 

농장에서 바로 배달하는 수백 그루의 업스테이트 뉴욕 크리스마스 트리가 

다운스테이트의 그린마켓들에서 다시 판매될 것입니다. 판매상들은 향후 5주 동안 대략 

1,500그루의 트리, 그리고 1,500개 내지 2,500개 사이의 생생한 크리스마스 화환을 

판매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트리와 크리스마스 화환 모두 다음 그린마켓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맨해튼에 있는 

Union Square 및 Inwood, 브루클린에 있는 Fort Greene, Brooklyn Borough Hall, 

Williamsburg 및 Grand Army Plaza. 참가하는 이 시장들의 위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세요. 

 

업스테이트 트리 전시 

 

추가로, 주 정부는 연휴 기간 동안 전시하기 위해서 핑거 레이크스로부터 2그루의 

크리스마스 트리를 뉴욕시로 가져오기 위해서 Christmas Tree Farmers Association과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2그루의 나무 모두 뉴욕 블리스에 있는 Domes Tree Farm이 

제공했습니다.  

 

30피트의 가문비나무가 12월 8일 목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연례적인 연휴 기념식 

동안 Adam Clayton Powell, Jr. State Office Building Plaza에서 밝게 빛날 것입니다. 이 

행사에는 라이브로 진행되는 가족 친화적 오락이 포함될 것이며, 여기에는 음악, 산타의 

방문, 그리로 무료로 제공되는 핫초콜릿이 포함됩니다. Lincoln Center에서는 30피트의 

전나무가 11월 28일 월요일 오후 6시부터 8시 30분까지 제17회 Annual Winter’s Eve 

행사 동안 전시되고 전구로 빛날 것입니다. 

 

주 농업부 커미셔너 Richard A. Ball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국내 어느 곳에서든 

지역에서 기른 크리스마스 트리의 최대 생산자 중 하나이며, 연휴 기간 동안 지역에서 

기른 생생한 트리만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들은 더 좋고, 냄새가 훌륭하며, 보다 생생하고 

오래 유지됩니다. 농업부는 이러한 나무 재배자들을 지원하고, 아울러 와인 + 트리 판촉 

행사에 참가하는 훌륭한 와이너리들 전부를 지원하는 것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추가로, 올해의 Rockefeller Center 크리스마스 트리는 오니온타에 있는 한 주민의 

가정으로부터 선택되었습니다. 이 독일가문비 나무는 높이가 94피트, 직경이 

56피트이고, 무게는 18톤이 넘습니다. 95년된 이 나무는 뉴욕주 역사상 두 번째로 큰 

Rockefeller Center 크리스마스 트리입니다. 이 나무는 1월 7일까지 Rockefeller 

Center에서 전시될 것입니다. 

 

업스테이트 뉴욕에 있는 875개 농장들에 의해서 300,000그루가 넘게 뉴욕에서 기른 

나무들이 판매됨에 따라, 우리 주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판매하는 농장의 수에 있어서 

미국에서 4위에 해당됩니다. Christmas Tree Farmers Association에 따르면, 이 산업은 

뉴욕주에서 800만 달러의 경제적 효과를 뒷받침합니다.  

 

뉴욕에서 기른 크리스마스 트리를 판매하는 매장 중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곳을  

https://www.grownyc.org/greenmarket
http://www.domestreefarm.com/


확인하려면 Christmas Tree Farmers Association of New York 웹사이트인 여기를 

방문하세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 사장, CEO 겸 커미셔너 Howard Zemsky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뉴욕에서 기른 트리를 여러분의 가정에 두는 것은 지역 

농장을 증진시키는 한편으로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일자리를 지원하고 수입을 

창출하는 하나의 쉬운 방법입니다.” 

 

뉴욕주 일반서비스국(Office of General Services) 커미셔너 RoAnn M. Destit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업스테이트 뉴욕은 다운스테이트 지역에 있는 고객들이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더 많이 갖고 싶어하는 농장 제품들로 가득합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부터 

메이플 시럽, 신선한 농산물, 그리고 그 이상의 것들까지, 우리는 이러한 업스테이트 

제품들을 다운스테이트 지역 시장에 보급하려는 Cuomo 주지사의 노력을 지원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Christmas Tree Farmers Association of New 

York이 블리스에 있는 Domes Farm으로부터 완벽한 가문비나무를 선택함에 따라 

할렘에 있는 Adam Clayton Powell, Jr. State Office Building 밖에 설치된 아름다운 

트리를 보는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 미소가 나오게 됩니다.” 

 

Christmas Tree Farmers Association of New York 상임이사 Mary Jeanne Pack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의 나무 재배자들은 그들의 나무를 시장에 내놓고, 지역에서 

기른 나무의 품질과 생생함을 소개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쁩니다. 우리의 

판촉 프로젝트들이 Wine Trail과 정부 기관을 포함해서, 우리의 마케팅 파트너들로부터 

받았던 열정적 지원에 대해 큰 감사를 드립니다.” 

 

Hurd’s 가족 농장 소유자 Susan Hurd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Hurd 가족은 우리의 

허드슨 밸리 가족 농장에서 연휴 시즌의 상징적인 최초의 실제 크리스마스 트리를 

뉴욕주 농업부 커미셔너 Richard Ball이 수확하게 만드는 기회를 가진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 농장에서 기른 생생하고 향기로운 발삼 전나무가 올버니에 

있는 뉴욕주 의사당에서 이번 연휴 시즌에 전시될 것이라는 점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번 연휴 시즌에 축복을 기원합니다.”  

 

GrowNYC 상임이사 Marcel Van Ooye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지역의 

그린마켓에서 여러분의 크리스마스 트리, 연휴 장식품, 선물, 그리고 여러분의 연휴 

식사를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식재료를 구매할 때, 여러분은 가장 신선한 최상의 

제품을 사는 것임은 물론이고 지역의 가족 소유 농장들도 지원하는 것임을 알게됩니다. 

우리는 뉴욕주의 놀라운 농장 제품들을 이용하는 것에 높은 우선순위를 둔 점에 대해 

Cuomo 주지사 및 Ball 커미셔너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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