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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농업 및 관광 산업을 홍보하기 위해 뉴욕주 웰컴 센터(WELCOME 

CENTERS)에 뉴욕주 재배 인증(NYS GROWN & CERTIFIED) 나무 전시 발표  

  

뉴욕 주민들에게 이번 연휴 시즌에 지역의 트리를 구매하도록 권장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재배 인증(New York State Grown & Certified) 

크리스마스 트리와 리스가 뉴욕주 각 지역 웰컴 센터(Welcome Centers) 및 테이스트 

뉴욕(Taste NY) 매장에 전시되어 뉴욕의 농업 및 관광 산업을 홍보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올버니 엠파이어 스테이트 플라자(Empire State Plaza)에서는 

뉴욕주 재배 인증(New York State Grown & Certified) 나무가 전시됩니다. 뉴욕의 

크리스마스 트리 산업은 주 전역에 위치한 750개 이상의 나무 농장에서 약 300,000 

그루의 나무를 판매하는 규모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주민들이 연휴를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는 

완벽한 나무를 찾아 헤메는 쇼핑객들에게 올해 현지에서 생산된 나무를 선택하여 우리 

이웃 농부들을 지원할 것을 제안합니다. 뉴욕주에는 750개 이상의 크리스마스 트리 

농장은 물론뉴욕주 재배 인증(NYS Grown & Certified)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많은 

농부들이 있으며. 이들은 구매자들에게 그들이 선택한 물건이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생산된 것임을 알려줍니다."  

  

뉴욕에서 재배한 나무의 구입을 촉진하여 연휴 시즌을 시작하고자, Richard A. Ball 

뉴욕주 농업부 커미셔너은 사라토가 카운티의 볼더 브룩 농장(Boulder Brook Farm)의 

농업 커뮤니티와 파트너십을 맺고 뉴욕주 연례 나무 베기 행사에 사용할 나무를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뉴욕주 농업부(State Agriculture)의 Richard A. Ball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연례 나무 베기 행사는 연휴 시즌을 시작하며 휴일을 축하하는 한편, 뉴욕 

주민들에게 고품질의 뉴욕 현지 생산 제품을 구입하여 우리 뉴욕주가 제공하는 최고 

수준의 다양한 농업 산업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몰타 농장(Malta farm)에서 제공하는 6피트 높이의 카난 피르(Canaan Firm)는 연휴 기간 

동안 퀸즈베리의 애디론댁 웰컴 센터(Adirondacks Welcome Center)에서 전시될 

예정입니다. 볼더 브룩 농장(Boulder Brook Farm)은 뉴욕주 재배 인증 프로그램(New 



York State Grown & Certified Program)의 자랑스러운 멤버가 되었습니다. 농장에서 

기증한 두 번째 카나안 피르(Canaan Fir)는 캡틴 커뮤니티 휴먼 서비스(CAPTAIN 

Community Human Services)가 운영하는 지역 노숙자 쉼터로 옮겨질 것입니다.  

  

뉴욕주 재배 인증(New York State Grown & Certified) 프로그램은 식품 안전 및 지속 

가능한 환경 기준을 준수하는 뉴욕의 농업 생산업체와 재배자들을 홍보합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농장의 경우 참가자는 뉴욕주 토양 및 수자원 보존 지구(State Soil and 

Water Conservation District)의 농업 환경 관리(Agricultural Environmental Management, 

AEM) 계획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현지에서 재배한 나무와 홈메이드 로컬 리스를 비롯해 현지 재배 나무를 만나볼 수 있는 

장소는 다음의 테이스트 뉴욕(Taste NY) 로케이션에서에 전시될 예정입니다.  

  

• 웨스턴 뉴욕 웰컴 센터  

• 서던 티어 웰컴 센터  

• 핑거 레이크스 웰컴 센터  

• 센트럴 뉴욕 웰컴 센터  

• 모호크 밸리 웰컴 센터  

• 주도 지역 웰컴 센터  

• 노스 컨트리 웰컴 센터  

• 애디론댁스 웰컴 센터  

• 허드슨 밸리/캐츠 킬 웰컴 센터  

• 롱아일랜드 웰컴 센터  

• 뉴욕주 평등권 유산 센터(New York State Equal Rights Heritage Center)  

• 토드 힐의 테이스트 뉴욕 마켓(Taste NY Market)  

  

웰컴 센터(Welcome Center)와 테이스트 뉴욕(Taste NY) 장소에서는 또한 뉴욕의 농장과 

식음료 생산업체가 직접 제작하고 생산한 현지 상품으로 구성된 다양한 선물 및 선물 

바구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올버니 및 뉴욕시 행사에 업스테이트 트리 전시  

렌셀러 카운티 스테판타운의 제마스 널서리(Zema's Nursery)에서 재배하고 뉴욕주 재배 

인증(New York State Grown & Certified)을 받은 10피트 높이의 아름다운 프레이저 

피르(Frasier Fir) 4 그루가 올버니 엠파이어 스테이트 플라자 콩코스(Empire State Plaza 

Concourse)에 전시되고 있습니다. 뉴욕주 홀리데이 트리(New York State Holiday Tree) 

조명과 불꽃놀이는 12월 8일 일요일 엠파이어 스테이트 플라자(Empire State Plaza)에서 

열립니다. 가족을 위한 이번 무료 이벤트에는 축제 음악, 플라자에서 산타와 함께 하는 

승마 및 마차 탑승을 비롯해 어린이를 대상의 다양한 활동 등이 포함됩니다. 테이스트 

뉴욕 홀리데이 마켓(Taste NY Holiday Market)은 뉴욕 주립 박물관(New York State 



Museum)에서 오전 11시에 시작됩니다. 날씨가 좋으면 플라자 아이스 링크에서 피겨 

스케이팅 시연과 무료 스케이트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웰컴 센터와 엠파이어 스테이트 플라자 콩코스(Empire State Plaza Concourse)에 

전시된 현지 재배 나무들 외에도 퍼트넘 카운티 마호팍의 하드윗 트리 농장(Hardwick 

Tree Farm)의 26 피트 길이의 더글라스 피르(Douglas Fir)가 연례 연휴 기념 기간 중인 

12월 12일 할렘의 아담 클레이튼 파월 주니어 빌딩 프라자(Adam Clayton Powell, Jr. 

State Office Building Plaza)에서 밝게 빛날 예정입니다. 이 행사에는 음악과 산타의 방문 

등 라이브로 진행되는 가족 친화적인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이 포함됩니다.  

  

일반서비스국(Office of General Services)의 RoAnn Destito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버니의 Keitel-Shawn 가족과 샤론 스프링스의 Button 가족이 기증한 추가 

나무가 이스트 캐피털 파크(East Capitol Park)와 엠파이어 스테이트 플라자(Empire 

State Plaza)에 전시됩니다. 올버니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플라자(Empire State Plaza)와 

할렘의 아담 클레이튼 파월 주니어 주정부 빌딩(Adam Clayton Powell, Jr. State Office 

Building)의 화려한 뉴욕주 트리 장식 없이는 연휴 시즌의 기분이 나지 않습니다. 저는 

Cuomo 주지사와 Ball 커미녀서와 함께 뉴욕주 전역의 우리 친구 및 이웃들에게 현지 

농부들이 재배한 트리를 구매하여 농업 지역사회 강화를 지원하도록 격려했습니다."  

  

뉴욕주 교통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의 Marie Therese 

Dominguez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연휴 시즌에 웰컴 센터에서 현지 

재배한 크리스마스 트리를 전시하는 것은 주 농장과 그들이 판매하는 모든 상품과 

활동을 홍보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는 테이스트 뉴욕(Taste NY) 프로그램과 

파트너십을 맺고, 운전자들이 웰컴 센터와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뉴욕에서 만든 

다양한 고품질 제품을 선보일 수 있게 만든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스루웨이 관리청(Thruway Authority)의 Matthew J. Driscoll 상임이사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스루웨이(NYS Thruway)를 따라 위치한 세 곳을 포함하여, 뉴욕의 

웰컴 센터는 엠파이어 스테이트(Empire State) 전역에서 만나볼 수 있는 다양한 음식, 

음료, 양질의 핸드메이드 제품을 선보이는 관광의 관문입니다. 우리는 매년 수십억 

달러를 창출하는 뉴욕주의 농업 및 관광 산업을 지원할 수 있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모든 여행객이 이 이번 휴가 시즌에 지역 경제를 지지하는 특별한 선물을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는 훌륭햔 전시장에 방문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의 커미셔너 대행 겸 대표, 

최고경영자 임명자인 Eric Gertl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연휴 시즌에 뉴욕주 재배 

인증(New York State Grown & Certified) 나무 또는 리스를 구매하면 뉴욕주의 농장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웰컴 센터는 주민과 방문객 모두에게 

이러한 제품을 선보일 수 있는 완벽한 장소입니다."  

  



Jen Metzger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은 

크리스마스 트리 농장이 위치한 곳입니다. 연휴 시즌이 다가오면서 우리 지역의 

생산업자와 유통업자의 노력으로 만나볼 수 있는 뉴욕 현지 재배 농산물을 누릴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홍보이며, 뉴욕에서 

재배한 나무와 리스가 이렇게 홍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접 목격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Daphne Jordan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선한 크리스마스 트리를 

구하기 위한 즐겁고 스릴 있는 모험은 연휴의 기분이 나게 합니다. 신선한 소나무의 냄새, 

바스락거리는 눈, 쨍한 공기에서 딱 맞는 나무를 찾아내는 것. 어떤 것도 지역 농장에서 

바로 베어낸 크리스마스 트리를 사는 것에 비할 수 없습니다. 뉴욕의 크리스마스 트리 

산업(Christmas Tree Industry)은 우리 경제와 유산, 특히 이곳 업스테이트에서 필수적 

부문입니다. 그리고 이 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성장시키는 것은 정치적 지향에 

관계 없이 우선 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번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우리 지역의 

크리스마스 트리 농장(Christmas Tree Farm)에서 재배된, 갓 베어낸 나무를 구매하여 

가족들이 평생의 추억을 만들 것을 추천합니다."  

  

Donna Lupardo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휴 시즌은 전통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진짜 크리스마스 트리를 찾는 것은 뉴욕주 전역의 

수많은 가족이 누리는 하이라이트입니다. 뉴욕에서 재배한 나무를 선택하여 지역사회의 

소규모 농장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를 재활용한다면 인공 나무를 쓰레기장에 

매립하는 것보다 더욱 친환경적입니다."  

  

Carrie Woerner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해 크리스마스 나무 베기 

행사에 쓸 나무를 볼더 브룩 농장(Bolder Brook Farm)에서 조달한 것에 대해 Ball 

커미셔너와 Brooks 가족에게 감사드립니다. 볼더 브룩 농장(Boulder Brook Farm)은 이 

지역의 아름다운 유서 깊은 농가에 위치하며 방문객들에게 진정으로 기억에 남는 경험을 

선사합니다. 오늘 두 그루의 나무를 기부해 주신 Brooks 가족에게 감사드립니다. 이 중 

한 그루는 가출 및 노숙자 청소년 센터(Runaway and Homeless Youth Center)를 

운영하는 캡틴 커뮤니티 휴먼 서비스(Captain Community Human Services)에 

기부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연휴 시즌에 혼자 있는 청소년들에게 편안함과 기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다른 한 그루는 노스웨이(Northway) 18번 출구 근처의 애디론댁 웰컴 

센터(Adirondacks Welcome Center)에서 우리 지역 방문객들을 위해 전시될 것입니다. 

저는 113회 하원 지역구(Assembly District)에 또 다른 가족 농장이 문을 열게 되어 

자랑스러우며, 모두에게 행복한 휴가 시즌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Dan Stec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지 기업을 지원하고 인증받은 뉴욕 

생산자로부터 나무를 구매하는 것은 연휴 시즌을 시작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우리 지역의 나무 농부들은 가족이 평생 지속되는 전통을 창조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뉴욕주에서 우리 지역 경제에 큰 공헌을 하는 동시에 훌륭한 제품을 생산하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나무 농부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행운입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재배업자 연합(Christmas Tree Farmers Association)의 Mary 

Jeanne Packer 뉴욕 상임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재배업자 

연합(Christmas Tree Farmers Association) 및 300명 이상의 회원들은 가족 농장에서 

재배된 신선한 진짜 나무를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쁩니다. 나무 베기 행사에 

참여해주신 커미셔너께 감사드리며, 우리는 테이스트 뉴욕(Taste NY) 웰컴 센터에 

설치된 나무가 이번 시즌에 소비자들에게 고 그린(Go Green)과 고 리얼(Go Real)을 

상기시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애디론댁스 웰컴 센터(Adirondacks Welcome Center) 테이스트 뉴욕 마켓(Taste NY 

Market)의 Jennifer Kraft 매니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디론댁스 웰컴 

센터(Adirondacks Welcome Center)에서 이번 연휴 시즌에 아름다운 뉴욕주 재배 

인증(NYS Grown & Certified) 트리를 통해 현지 농부들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즐거운 일입니다. 이번 12월에 열릴 테이스트 뉴욕(Taste NY) 벤딩 마켓에서는 

스카일러빌의 에그녹, 포터 코너스(Porter Corners)의 핫초콜릿 치즈케이크, 아우 사이블 

포크스(Au Sable Forks)의 고트 밀크 메이플 씨솔트 카라멜, 노스 크릭에서 만든 아티잔 

초콜릿 등 다양하고 신선한 농장 생산품을 만나볼 수 잇습니다."  

  

레이크 조지 지역 상공 회의소(Lake George Regional Chamber of Commerce)의 

Gina Mintzer 상임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018년 중소기업 경제 영향력 연구(Small 

Business Economic Impact Study)의 추정치에 따르면 중소기업에서 지출한 1달러당 

67센트가 지역사회에 머물러 있습니다. 상공회의소로서, 우리는 지금이 지역에서 

유통되도록 지역 사업의 프로필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기업과 

고용주를 지원하기 위해 현지에서 구입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해 널리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애디론댁스 웰컴 센터(Adirondacks Welcome Center)가 

현지 생산자와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파트너십과 협력을 어떻게 지원하는지 보여주는 

또 다른 예입니다. 우리는 지역에서 재배되고 자른 크리스마스 트리로 연휴를 시작할 수 

있어 매우 기쁩니다."  

  

볼더 브룩 농장(Boulder Brook Farm)의 소유주이자 크리스마스 트리 재배업자 

연합(Christmas Tree Farmers Association) 뉴욕 선출 대표인 Peter Brook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나무(Real Tree)를 집에 장식하는 것이 휴일의 정취를 살리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을 모두에게 일깨워주신 Ball 커미셔너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나무(Real Tree)는 대기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뿐 아니라, 지역 농부들이 생계를 꾸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뉴욕에는 이런 종류의 농업에 엄청난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함께 올 모든 환경 및 경제적 혜택을 기대합니다."  

  



캡틴 커뮤니티 휴먼 서비스 연합(CAPTAIN Community Human Services)의 Andy 

Gilpin 상임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캡틴 커뮤니티 휴먼 서비스(CAPTAIN 

Community Human Services)를 대신하여 볼더 브룩 농장(Boulder Brook Farm)의 

행사용 나무를 받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훌륭한 기회를 주신 Peter와 

크리스마스 트리 재배업자 연합(Christmas Growers)에 감사드립니다. 이 나무는 연휴 

기간 동안 가출 및 노숙자 청소년 보호소에 자랑스럽게 전시될 것입니다. 이 나무는 

우리가 봉사하는 청소년들의 얼굴에 많은 미소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업스테이트 뉴욕에 있는 뉴욕의 750개 농장에서 기른 약 300,000 그루가 판매됨에 따라, 

우리 주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판매하는 농장의 수에 있어서 미국에서 6위에 해당됩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재배업자 연합(Christmas Tree Farmers Association) 뉴욕 지부에 

따르면, 이 산업은 뉴욕주에서 1,380만 달러의 경제적 효과를 뒷받침합니다.  

  

가장 가까이에 위치한 뉴욕 현지 생산 크리스마스 트리를 찾으시려면, 

certified.ny.gov에서 뉴욕주 재배 인증(NYS Grown & Certified site) 장소 또는 여기의 

크리스마스 트리 재배업자 연합(Christmas Tree Farmers Association) 뉴욕 지부 

웹사이트를 방문해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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