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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2018년 테이스트 뉴욕(TASTE NY) 매출 1,780만 달러로 증가함 발표  

  

2017년 내내 테이스트 뉴욕(Taste NY) 상점 및 웰컴 센터(Welcome Center) 마켓, 매점, 

행사를 통해 170만 달러 증가  

  

프로그램을 통해 주 전역에서 계속 뉴욕주 식음료 업계를 강화하며 농업 및 관광업을 

촉진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2018년 테이스트 뉴욕(Taste NY) 매출이 기록적인 

1,780만 달러로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 전역 웰컴 센터(Welcome Centers)에 

개점한 새로운 테이스트 뉴욕(Taste NY) 마켓 여섯 곳을 포함하여 지난해 테이스트 

뉴욕(Taste NY) 행사 및 장소에서 판매한 뉴욕 상품 총 매출은 170만 달러까지 

증가했습니다. 매년 계속되는 성장은 로컬 푸드와 음료 상품에 대한 소비자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테이스트 뉴욕(Taste NY)은 우리 농장과 식음료 

산업을 전례없이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 전역 지역 경제에 매우 중요한 

농업 및 관광업을 더욱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뉴욕은 지역에서 기른 신선한 상품을 세계 

소비자와 연결하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또한 주정부는 우리 농부, 재배자, 생산자가 

비즈니스를 확장하도록 계속해서 힘을 실어주는 동시에 이 위대한 주의 모든 곳에서 

관광업을 촉진할 것입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메이플 시럽에서부터 유제품, 과일과 

채소에 이르기까지, 뉴욕주는 놀랍고 다양한 고품질의 농업 생산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테이스트 뉴욕(Taste NY)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매출을 통해 

관광업을 성장시키고 뉴욕주 경제를 지원하면서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최선을 

보여줍니다."  

  

2013년에 생긴 이래 테이스트 뉴욕(Taste NY)은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4년 150만 달러에서 2017년 1,610만 달러로, 프로그램에서 보고한 판매 증가가 그 

증거입니다. 테이스트 뉴욕(Taste NY) 혜택은 지역 농부와 뉴욕 농업 모두에게 

전체적으로 혜택을 줍니다. 테이스트 뉴욕(Taste NY)에 노출함으로써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농부와 회사가 더 많은 고객과 만나고 온라인 판매를 증가시키고 처리량을 



늘리도록 돕고 있습니다. 동시에 테이스트 뉴욕(Taste NY) 식음료 비즈니스는 뉴욕에서 

키우고 생산한 재료를 자체 상품에 사용하여 뉴욕주 농부를 지원합니다.  

  

지난해 노스 컨트리, 애디론댁, 핑거 레이크스, 뉴욕 서부지역, 허드슨 밸리/캐츠킬, 주도 

지역의 웰컴 센터(Welcome Centers)에서 6개의 새로운 테이스트 뉴욕 마켓(Taste NY 

Markets)이 문을 열었습니다. 해당 마켓은 2017년과 2016년에 개점한 센터들의 성공에 

근거합니다. 센터는 뉴욕주 지역 관광업을 촉진하고 로컬 푸드와 음료 구매를 

장려합니다. 또한, 뉴욕주 농업시장부(NYS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Markets)는 

뉴욕주 지역 웰컴 센터(Welcome Centers)에서 홍보할 10가지 핵심 음식 및 음료 종류를 

선정하여 테이스트 뉴욕(Taste NY) 브랜딩을 더욱 강화하고, 뉴욕주 비즈니스의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2018년에 농업부는 또한 다른 주의 기관들과 협력하여, 시러큐스 핸콕 국제 

공항(Syracuse Hancock International Airport), 그레이터 로체스터 공항(Greater 

Rochester Airport), 플래츠버그 국제 공항(Plattsburgh International Airport) 및 엘마이라 

코닝 지역 공항(Elmira Corning Regional Airport)을 포함하여 주 전역의 공항과 5곳의 

새로 활성화된 기차역에 테이스트 뉴욕(Taste NY)을 배치했습니다.  

  

또한, 농업부는 뉴욕주 농장 및 식음료 업체를 기관, 소매점, 레스토랑, 바 및 유통업체의 

구매자와 연결할 수 있도록 지역 기업 간의(Business-to-Business) 테이스트 뉴욕(Taste 

NY) 네트워킹 행사 5개를 주최했습니다. 롱아일랜드, 서던 티어, 미드 허드슨, 웨스턴 

뉴욕, 주도 지역에서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전 행사에 걸쳐 550개 이상의 판매 회사와 

구매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테이스트 뉴욕(Taste NY)은 최근 사라토가 레이스 트랙(Saratoga Race Track), 뉴욕주 

페어(New York State Fair) 같은 주요 행사에 참여하여 테이스트 뉴욕 푸드 트럭 

대회(Taste NY Food Truck Competition)와 테이스트 뉴욕 마켓플레이스(Taste NY 

Marketplace)를 후원했습니다. 테이스트 뉴욕(Taste NY)은 또한 주 전역에서 로체스터 

프론티어 필드(Frontier Field), 올버니 타임즈 유니온 센터(Times Union Center) 등 

스포츠 행사, 매점과 파트너십을 이어 나갔습니다.  

  

2018 테이스트 뉴욕(Taste NY) 연차 보고서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테이스트 뉴욕(Taste NY) 참여 장소의 전체 목록은 http://www.taste.ny.gov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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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부와 생산자부터 뉴욕 재료를 사용하여 세계 최고 식품 일부를 만드는 혁신적 식음료 

회사까지, 테이스트 뉴욕(Taste NY)은 굉장한 뉴욕의 농업 지역사회를 성공적으로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테이스트 뉴욕(Taste NY) 판매 회사, 우리 상점, 운영자, 모든 

https://www.agriculture.ny.gov/Press%20Releases/2018TasteAnnualReport.pdf
http://www.taste.ny.gov/


협력자 덕분에 농업부는 테이스트 뉴욕(Taste NY) 브랜드를 강화하고 있으며 우리 

산업이 새 시장과 연결되고 소비자가 멋진 새 상품을 발견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Jen Metzger 상원의원 겸 상원 농업 위원회(Senate Agriculture Committee)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테이스트 뉴욕(Taste NY) 프로그램은 우리 주에서 많은 가족 소유 

농장이 키우고 생산한 농업 상품의 커다란 다양성을 홍보하며 또 다시 성공적인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테이스트 뉴욕(Taste NY) 판매 회사, 상점, 행사가 제공하는 노출로 

우리 농장의 시장 진입과 소비자가 고품질의 신선한 로컬 푸드를 살 기회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뉴욕주 하원 농업위원회(Assembly Agriculture Committee)의 Donna Lupardo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비자는 지역 농부로부터 직접 신선한 상품을 구매할 

기회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그 기회를 잡을 것입니다. 이러한 매출 증가는 고객이 지역 

상품을 사는 것에 더욱 큰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정부에 있는 제 파트너들이 

우리 농업을 홍보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는 데에 찬사를 보냅니다."  

  

코넬 협동 조합(Cornell Cooperative Extension, CCE)의 Chris Watkins(박사) 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주변의 새로운 상점과 관련된 열기로 인하여 저희 지역 

협회는 지역사회에서 지원 활동을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코넬 협동 조합(CCE)은 교육 

및 경제 성장 지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테이스트 뉴욕(Taste NY) 상점은 코넬 

대학교(Cornell University)와 코넬 협동 조합(CCE)이 농부, 생산자, 소기업과 함께 

상품을 판매하도록 돕는 저희의 역할을 늘리도록 기회를 줍니다. 테이스트 뉴욕(Taste 

NY)이 우리 지역 농장, 생산자, 산업에 주는 경제적 영향에는 더 많은 땅 사용, 일자리 

창출, 강하고 활기찬 경제 형성 등 다양한 영향이 있습니다."  

  

Chuck Rhoades 윌렛 호프 앤 그레인(Willet Hop & Grain) 소유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테이스트 뉴욕(Taste NY)은 저의 메이플 비즈니스에 커다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서던 티어 웰컴 센터(Southern Tier Welcome Center)에서 우리 

상품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은 엄청난 판매 이점입니다. 저희의 가치를 더한 메이플 상품은 

빠르게 팔리고 있습니다!"  

  

Chris Wilson 루나그로운 잼 앤 마멀레이드(LunaGrown Jam and Marmalade) 

소유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기업 제조사가 겪는 어려운 점 중 하나는 브랜드 

인식입니다. 브룸 카운티 테이스트 뉴욕(Taste NY)은 저희가 새 고객에게 닿고 

비즈니스를 키우고 고객 기반을 늘릴 수 있는 직판점을 제공합니다."  

  

Michele Bleichert 워터 스트리트 브루잉 컴퍼니(Water Street Brewing Company) 

소유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018년에 저희는 고급 머스터드와 소스 포장 상품 

비즈니스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상품은 좋습니다. 상품을 소개할 몇몇 기회가 있다면 

저희 초기 사업이 크게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테이스트 뉴욕(Taste NY) 



프로그램과 훌륭한 직원들의 지원은 저희를 노출하는 데 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저희는 테이스트 뉴욕(Taste NY) 상점, 파머스 마켓(Farmers Market), 

전문 행사에서 판매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결과가 아주 좋습니다."  

  

Sean Cook 소시 호그(Saucy Hog) 소유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테이스트 뉴욕(Taste 

NY)으로 저희 회사를 뉴욕주 비즈니스로서 인식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지역 제작 

상품에 대한 소비자 요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테이스트 뉴욕(Taste NY)은 지역 

운동을 지지하는 소비자에게 직접 저희 소스를 판매합니다. 뉴욕에서 소기업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상점은 별로 없습니다."  

  

테이스트 뉴욕(Taste NY)에 관한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는, http://www.taste.ny.gov를 

방문해 주세요. Facebook, Twitter, Instagram 및 Pinterest를 통해서 테이스트 

뉴욕(Taste NY)과 연락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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