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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뉴요커들에게뉴요커들에게뉴요커들에게뉴요커들에게 이번이번이번이번 공휴일공휴일공휴일공휴일 시즌에시즌에시즌에시즌에 "PRIDE OF NEW YORK" 웹사이트를웹사이트를웹사이트를웹사이트를 이용하여이용하여이용하여이용하여 

지역지역지역지역 식품식품식품식품 및및및및 음료음료음료음료 제품을제품을제품을제품을 찾아보도록찾아보도록찾아보도록찾아보도록 장려장려장려장려 

 

Andrew M. Cuomo 지사는 다가오는 이번 휴가 시즌에 www.prideofny.com에 위치한 주정부의 

개조된 “Pride of New York” 웹사이트를 활용하여 지역에서 재배되고 생산된 뉴욕주 식품과 음료 

제품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찾아볼 것을 뉴요커들에게 오늘 장려하였습니다. 

 

“Long Island의 베이커리를 찾든 또는 North Country의 와이너리를 찾든 ‘Pride of New York’ 

웹사이트는 여러분의 휴가 시즌을 완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뉴욕주 최상의 광범위한 지역 생산자 

컬렉션을 제공합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바로 여기 뉴욕주에서 재배되고 생산된 

식품과 음료를 사는 것은 지역 벤더뿐만 아니라 주의 농업을 지원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본인은 

모든 뉴요커들이 다가오는 휴일에 대비하여 이 소중한 자원을 이용하여 뉴욕주에 있는 가장 

최고를 맛보기 원합니다.” 

 

“Pride of New York”은 뉴욕주 식품, 음료 및 농업 제품의 판촉을 위한 주정부의 브랜드 

프로그램입니다. 그것은 Cuomo 지사의 Taste NY 캠페인의 중요한 요소로서 뉴요커들을 우리 

주에서 재배되고 만든 최고의 제품으로 안내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년 10월에 Cuomo 지사는 

전주의 식당과 요리사들이 뉴욕주 제품 사용을 10% 이상 늘리도록 장려하는 새 캠페인인 “Pride of 

New York” 서약을 개시하였습니다. 

 

새로 재설계된 “Pride of New York” 웹사이트에서는 사용자 친화적 형식의 뉴욕주 농업시장부 

데이터베이스를 구체적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검색자는 먼저 농촌 체험 관광, 빵 제품, 낙농품, 

묘목장/식물 및 해산물 같은 주 카테고리에서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는 찾고 있는 비즈니스 타입, 

즉, 소매 아웃렛, 식당, 농장, 제조업체 또는 기타 여러 류별을 선택합니다. 이어서 우편번호를 

입력하고 이동할 의사가 있는 거리를 선택합니다. 위치까지 찾아가는 길을 원하는 분들을 위한 

추가 옵션도 있습니다. 

 

이 웹사이트에서는 각 업소의 주소와 연락 정보가 포함된 다양한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 지도와 

리스트도 제공합니다.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Pride of New York” 프로그램의 3000여 회원들과 함께 

수 많은 다른 농사업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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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농업국 국장 대행인 James B. Bays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뉴욕주 기업으로부터 사는 

사람은 누구든 우리주의 농업 부문 성장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미 수 천명이 뉴욕주에서 생산된 

식품과 음료가 제일임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개조된 웹사이트에서 뉴요커들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쉽게 지역 농업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이번 휴가 시즌에 풍성한 제품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비자들이 뉴욕주 식품을 찾도록 돕는 이외에 “Pride of New York 프로그램”은 농민과 식음료 

가공업체들이 Pride of New York 엠블럼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제품을 홍보하는 것도 돕습니다. 

“Pride of New York”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 정보를 원하시면 1-800-554-4501로 전화하거나 웹사이트 

www.prideofny.com을 방문하십시오. “Pride of New York” 프로그램에 동참하시려면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https://www.prideofny.com/PONY/pdfs/PrideGenApp.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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