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9 년 3 월 1 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뉴욕 주민이 농업 및 관광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메이플 주말(MAPLE 

WEEKENDS) 행사에 참여하도록 장려  

  

부지사, 이 프로그램에 합류한 생산업체들 축하하고 시즌 첫번째로 나무를 두드려서 

시럽을 얻는 의식을 통해 다가오는 메이플 주말(Maple Weekends) 행사 개시  

  

뉴욕주 재배 인증(NYS Grown & Certified) 프로그램 참여 3배 이상, 메이플 생산량 

기록적인 수치로 성장 지속  

  

3월 23 일에서 24일 그리고 3 월 30 일에서 31 일까지 뉴욕주 전 지역의 180 곳 이상에서 

개최되는 메이플 주말(Maple Weekends) 행사에 참여할 것을 뉴욕 주민에게 당부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재배 인증 프로그램(New York State Grown 

and Certified program)에 참여하는 메이플 생산자 수가 작년 이래 세 배 이상이 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주 전역 50 명 이상의 생산자가 마케팅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메이플 시럽 생산 국가들 중에서 2 위를 차지하고 매년 추정치 

1억 4,100 만 달러의 경제적 효과를 가져 오는 뉴욕의 메이플 생산업체 홍보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3 월 23 일에서 24 일 그리고 3월 30 일에서 31일로 예정된 연례 메이플 

주말(Maple Weekends) 행사로 성장하고 있는 메이플 산업이 주목을 받고 재배 인증 

프로그램(Grown & Certified program)에 참여한 생산업체들의 인지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우리의 메이플 생산자들은 세계 

최고의 상품을 만들고 있으며 주의 농업 및 관광업계에서 필수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약 200 개 지역에서 행사가 열리므로 뉴욕 주민들과 여행자들이 

모두 지역 농장에 방문하여 오랜 전통을 직접 경험하고 지역 경제를 지원해주시길 

바랍니다.”  

  

다가오는 메이플 주말(Maple Weekends)을 축하하기 위해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리 

카운티 보스턴 스미스 메이플 농장(Smith's Maple Farm)에서 열린 시즌 첫 나무 

두드리기 기념식에 참여했습니다.  

  



오늘 축하행사를 열기 위해 스미스 메이플 농장(Smith's Maple Farm) 단풍 나무 

두드리기 행사에 참여한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전 지역의 

농장들을 방문하여 메이플 주말(Maple Weekends)을 축하하는 것은 언제나 좋은 봄 

행사입니다. 저는 매년 이맘때 메이플 시럽의 다양한 사용을 보여드리기 위해 팬케이크 

아침식사에 참석합니다. 저는 열심히 일하는 농부와 가족이 어떻게 메이플 업계를 우리 

주의 큰 자랑거리로 만드는지 직접 보았습니다. 뉴욕은 미국에서 메이플 시럽을 두 

번째로 많이 생산하고 있으며, 그와 관련된 일자리를 만들어서 경제를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속적인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계속 투자하여 이 산업을 성장시킬 

것입니다.”  

  

3월 내내 뉴욕주 전 지역의 메이플 농장들은 농장 투어와 팬케이크 아침식사를 

제공하고, 메이플 제품을 판매하며, 시럽을 만드는 과정을 시연하기 위해 일반 대중에게 

농장의 문을 활짝 열 것입니다. 시럽 제조 과정에는 나무에 양동이를 다는 전통적인 

시스템이나 나무 당 수액의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 진공 시스템을 사용하는 보다 

현대적인 생산 방법 등이 포함됩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Richard Ball 농업부 커미셔너도 

몇몇 메이플 농장을 찾아가 뉴욕 메이플 산업의 성공을 축하할 것입니다.  

  

메이플 주말(Maple Weekends) 행사는 3월 23 일에서 24일 그리고 3 월 30 일에서 

31일에 주 전역 180 곳 이상의 메이플 농장과 박물관에서 개최됩니다. 40 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메이플 주말(Maple Weekends) 행사에 참여하여 뉴욕주 전 지역에서 농업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메이플 주말(Maple Weekends) 행사의 검색 

가능한 목록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이플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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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한 환경 기준을 준수하는 뉴욕의 농업 생산업체와 재배자들을 홍보합니다. 메이플의 

경우, 시럽은 반드시 뉴욕 메이플 나무에서 공급 받아 뉴욕주에서 가공되어야 

합니다. 식품 안전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참가자들은 코넬 협동 조합(Cornell 

Cooperative Extension)과 웨스턴 뉴욕 메이플 생산자 연합(Western New York Maple 

Producers Association)이 서로 협력하여 개발한 메이플 식품 안전 수업(maple food 

safety class)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수료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현장 감사 대상인 

식품 안전 우수 사례를 따라야 합니다.  

  

메이플 생산업체는 아메리칸 나무 농장 시스템(American Tree Farm System)이 

관리하는 토양 수자원 보존 지역(Soil and Water Conservation Districts) 또는 공인된 

나무 농부(Certified Tree Farmer)가 관리하는 뉴욕주 농업 환경 관리 프로그램(New York 

State Agricultural Environmental Management program)과 같이 지속 가능성을 

촉진하고, 산림을 건강하고 생산적인 상태로 유지하는 환경 관리 

프로그램(environmental management program)에도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https://protect2.fireeye.com/url?k=16480831-4a6d0452-164af104-0cc47aa88e08-6d39059d56717ecc&u=https://mapleweekend.nysmaple.com/


현재 뉴욕주 재배 인증 프로그램(New York State Grown & Certified program)에 참여한 

메이플 생산업체 목록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3 월 내내 주 웰컴 센터(Welcome Center) 테이스트 뉴욕 마켓(Taste NY 

Markets)에서 메이플의 특색을 살릴 것입니다. 마켓은 특별 홍보를 진행하며 메이플 상품 

맛보기를 제공하고 지역 메이플 행사 정보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농업시장부(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Markets)의 Richard A. Ball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두가 팬케이크 아침식사부터 교육적 투어까지 있는 이번 달 

행사에 참여하고 맛있는 메이플을 즐기며 자기 지역 메이플 생산자를 지원해주시길 

바랍니다. 메이플은 시즌 첫 농장 작물입니다. 우리는 가장 달콤한 상품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훌륭한 생산자들이 있습니다. 뉴욕주 재배 인증 프로그램(NYS Grown & 

Certified program)을 통해 식품 안전 및 환경 지속 가능성을 위한 그들의 노력을 

홍보하고 사업이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뉴욕주 상원 농업 위원회(Senate Agriculture Committee)의 Jen Metzger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메이플은 대부분 소규모의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들이 

생산합니다. 순수 메이플로 맛있는 상품을 다양하게 생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메이플은 

재생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원천으로 삼림 보존에 기여합니다. 메이플 주말(Maple 

Weekend)은 한 해 중 대중이 농장 투어, 메이플 설탕 제조 과정 및 전통 시연, 맛보기를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시기입니다!”  

  

뉴욕주 하원 농업위원회(Assembly Agriculture Committee)의 Donna Lupardo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메이플 주말(Maple Weekend)은 업스테이트 뉴욕에서 

놓치면 안 되는 행사입니다. 메이플 상품은 테이스트 뉴욕(Taste NY) 상점과 주 전역 

농산물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습니다. 이런 행사는 상품을 어떻게 만드는지 고객들에게 

보여줄 기회입니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뉴욕 메이플 산업은 성장하는 농업 경제를 

이끄는 힘 중 하나입니다.”  

  

뉴욕주 메이플 주말(Maple Weekend)의 Keith Schiebel 코디네이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메이플 주말(Maple Weekend)은 전 가족이 즐길 수 있는 가족 중심의 

재미있는 훌륭한 행사입니다. 2 주 동안 메이플 생산자들은 대중이 가장 달콤한 상품 중 

하나인 뉴욕 메이플 시럽을 즐길 수 있도록 농장으로 초대합니다.”  

  

뉴욕주 메이플 생산자 연합(New York State Maple Producers Association)의 Helen 

Thomas 상임 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고 있습니다. 메이플 

주말(Maple Weekend)은 새 작물 시즌에 처음으로 재배되는 식품인 메이플 시럽으로 

농업을 축하할 기회를 줍니다! 뉴욕 전역의 메이플 생산자들은 세계 최상급 메이플 

상품을 생산하며 오픈 하우스 행사를 통해 메이플 생산 과정을 자신 있게 보여줍니다.”  

  

https://certified.ny.gov/wheretobuy


웨스턴 뉴욕 메이플 생산자 협회(Western New York Maple Producers Association)의 

Greg Zimpfer 회장 겸 짐퍼스 메이플 상품(Zimpfer's Maple Products) 소유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3 년 전 와이오밍 카운티에서 메이플 주말(Maple Weekend) 행사를 

만들었을 때는 지역에서 하루 여는 행사였습니다”, Greg Zimpfer 아티카 짐퍼 

메이플(Zimpfer Maple) 소유주 겸 메이플 주말(Maple Weekend) 공동 창립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행사가 주 전역으로 커지며 수천 명의 가족을 오게 할지 생각도 

못 했습니다.”  

  

메이플 업계는 2018 년에 메이플 시럽 806,000 갤런을 생산하여 74 년 만에 사상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수치는 미국 농무성(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의 전국 농업 통계서비스(National Agricultural Statistics Service)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약 50% 늘어난 것입니다. 뉴욕의 메이플 생산은 전국 총 생산의 약 19%를 

차지했습니다. 메이플에서 시럽을 짜는 탭의 수도 계속 증가하여 2018 년 생산량을 얻기 

위한 탭 수가 273 만 개 이상으로 1943 년 이후 탭이 가장 많이 증가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보다 높은 기준으로 재배되거나 생산된 로컬 푸드에 대한 소비자 수요 

증가를 충족시키는 것을 돕기 위해 2016 년에 뉴욕주 재배 인증(New York State Grown 

& Certified)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높은 식품 안전 및 환경 관리 

기준을 준수하는 뉴욕주의 생산업체들을 인증합니다. 농업시장부(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Markets)는 다음과 같은 마케팅 캠페인을 통해 뉴욕주 재배 인증(Grown 

& Certified)을 받은 생산업체들을 지원합니다. (1) 제품 상표, (2) 뉴욕주 재배 인증(New 

York State Grown & Certified) 웹 사이트와 같은 홍보 자료.  

  

재배 인증(Grown & Certified) 제품은 농민 직거래 장터와 탑스 프랜들리 마켓(Tops 

Friendly Markets), 프라이스 찹퍼(Price Chopper), 하나포드(Hannaford), 스튜어츠 

샵스(Stewarts Shops), 샵-라이트(Shop-Rite) 등을 포함한 주요 소매 업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뉴욕주 재배 인증(New York State Grown & Certified) 프로그램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certified.ny.gov를 방문하시거나 페이스북(Facebook), 트위터(Twitter), 

인스타그램(Instagram)에서 이 프로그램을 팔로우하시기 바랍니다.  

 

뉴욕주 재배 인증(New York State Grown & Certified)을 받는 방법에 대해 더 알고 싶고, 

자격을 얻는 방법에 관심이 있는 생산업체들은 농업시장부(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Markets)로 전화하시거나 (800) 554-4501 또는 

NYSGrownAndCertified@agriculture.ny.gov로 이메일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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