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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MINOR LEAGUE BASEBALL과과과과 최초의최초의최초의최초의 TASTE NY 제휴제휴제휴제휴 발표발표발표발표 

 

Taste NY는는는는 Tri-City ValleyCats Home Opener로로로로 시작하여시작하여시작하여시작하여 전국에전국에전국에전국에 걸쳐걸쳐걸쳐걸쳐 Minor League 
Baseball Parks로로로로 확장확장확장확장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Taste NY가 현지에서 만든 뉴욕 농산물의 홍보를 

확대하기 위해 처음으로 Minor League Baseball과 제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수도권 

최고의 프로 야구팀인 Tri-City ValleyCats는 경기장 전체에 걸쳐 뉴욕주 내 업체뿐 

아니라 Taste NY 브랜드에 열광하는 팬들을 위하여 선택의 폭이 넓어진 뉴욕 식품 및 

음료를 알리는 “From their Field to Ours” 홍보를 통해 2015년 시즌을 열 계획입니다. 

이것은 뉴욕주에 있는 마이너 리그 구장에서 Taste NY 지역 특산물을 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협력 관계를 열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뉴욕은 주변에서 가장 좋은 식품과 음료 제품의 일부를 제공하는 

지역으로, Taste NY 계획을 Minor League Baseball까지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농민과 생산자가 제공하는 것들을 맛 볼 수 있도록 독려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확대는 

지역 생산자가 당국의 도움으로 자신의 제품에 대한 새로운 고객을 찾을 수 있게 돕는 

방법의 또 다른 사례로, 뉴욕시민들이 올 여름 게임에서 자신들이 잊었던 것들을 

경험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개막식 당일부터 ValleyCats는 시즌 내내 뉴욕 제품을 제공할 예정이며, Taste NY와의 

제휴를 통해 앞으로도 더 이러한 옵션을 확대할 것입니다.  

 

경기장에 있는 팬들은 Brown’s Brewing Company(Troy) 및 Nine Pin Cider(Albany)에서 

온 최고급 수제 음료와 Trowbridge Angus(Ghent)에서 제공한 햄버거와 같은 볼게임 

스테이플, 그리고 Helmbold’s 및 Lupo’s Spiedies(Binghamton)의 핫도그 등 수 많은 

Taste NY 제품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만나게 됩니다. Garelick Farms에서 제조된 

소프트 아이스크림과 하드 아이스크림도 ValleyCats 중앙홀에서 제공됩니다. 

 

2015년 신규 참가자인 Mastroianni Brothers(Schenectady)는 모든 종류의 롤을 

제공하고, Ryan’s Farmers는 Yonder, Engles, Pigliovento, Wertman, Brizell, Sha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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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tor 등 뉴욕주에 걸쳐 여러 농장에서 온 제품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ValleyCats 총괄 매니저 Matt Callahan은 “ValleyCats는 자사 제품을 전시하고 팬 경험을 

극대화하기 위해 현지 업체와 제휴 관계를 개발할 수 있는 탄탄한 전통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능하면 언제든 우리의 이웃과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며 Taste NY와 이 

사업을 통해 이러한 노력을 확대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Tri-City ValleyCats와 Taste NY의 제휴에도 1층 중앙홀에 위치한 Taste NY 브랜드 음식 

매장이 포함되는데, 이곳에서는 Chobani 요구르트(Norwich) 및 Gatherer’s 

Granola(Schenectady), Nine Pin Cider 및 Heron Hill Wines(Finger Lakes)를 사용하여 

소금에 절인 쇠고기 및 파스트라미, 신선한 과일, 사과 나초, 샐러드, 랩, 과일 및 

요구르트 파르페를 제공하며, 이들은 모두 뉴욕주 제품과 재료를 사용한 제품들입니다. 

새로운 매장 외에도 스위트에서는 새로 추가된 뉴욕 음료를 제공하고 Cat’s Cupboard 

매장에서는 Taste NY 섹션을 마련하여 경기장 곳곳에 제공되는 모든 뉴욕의 제품으로 

관객들의 이목을 끌 예정입니다.  

 

Department of Agriculture & Markets 국장 Richard Ball은 “열심히 일하는 농민들이 

새로운 고객들을 유치하고 뉴욕주의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게 해주는 Taste NY 

프로그램을 펼칠 수 있는 준비를 갖췄다”고 말했습니다. “ValleyCats는 매년 여름 

161,000명 이상의 팬들이 문전성시를 이루기 때문에 지금 이들은 야구 경기를 보면서 

Helmbold의 핫도그와 Mastroianni 롤부터 Saratoga 음료 및 Nine Pin Cider까지 다양한 

뉴욕의 식품과 음료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올 시즌 동안, ValleyCats는 완전히 뉴욕 제품으로 조달된 예선전 피크닉이 포함된 7월 

17일 “Down on the Farm Night”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수년 동안 ValleyCats의 

가까운 파트너로 활동한 New York Farm Bureau도 이날 야간 행사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또한, 7월 25일 토요일에는 ValleyCats와 Brown's Brewing Company가 뉴욕주에서 

최고로 인정 받는 수제 양조 상품의 일부를 선보이는 제6회 Capital Region Craft 

Brewers Festival을 개최합니다. 

 

Brown’s Brewing Co., 사장 Kelly Brown은 “지난 7년 간 우리는 ‘The Joe’와 환상적인 

제휴관계를 누렸으며 이 경기장에서 당사의 수제 맥주를 제공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지역 야구 경기장이 Taste NY 사업의 일환으로서 뉴욕주 

제품의 훌륭한 선택이 된 것은 매우 합당한 결과입니다. Brown's Brewing은 맥주를 

제조하는 데 사용되는 보리와 홉의 부활을 홍보하는 뉴욕주에서 인가한 최초의 농장 

양조장 사업자 중 하나입니다. 우리의 동료 뉴욕 생산자들과 지역 야구팀, Taste NY를 

진심으로 지지합니다!” 

 

Mastroianni Bros, Inc. 사장 Bill Busacker는 “Mastroianni Bros는 2015년 Taste NY와 Tri-

City ValleyCats가 제휴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ValleyCats는 

수도권 지역에 있는 가족들에게 최고의 즐거움이라는 가치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지역, 

가치 및 가족에 대한 그들의 비전을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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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ne Pin Ciderworks 매니저 Sonya del Peral은 “Taste NY의 뉴욕 마이너 리그 야구로의 

확장은 뉴욕 수제 음료 생산자들에게 중요한 기회임을 나타낸다”고 말했습니다. “Tri– 

City Valley Cats의 전담 후원사인 Nine Pin Cideworks는 “The Joe”에서 Taste NY의 

데뷔를 진심으로 지지합니다.” 

 

Joseph L. Bruno Stadium에 참석한 관객 수는 161,171명입니다. Taste NY는 다수의 

뉴욕주, 전 미국 및 국제 행사를 후원하고 참가하여 뉴욕의 식음료를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Taste NY 업체 참여를 통해 총 매출을 3배까지 달성하고 

뉴욕의 농업 생산자들을 홍보하기 위한 주정부의 노력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뉴욕의 식품 및 음료 산업을 홍보하기 위해 2013년부터 Taste NY를 

개시했습니다. 이 사업의 감독기관은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Markets이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New York Wine & Food Festival, Summer Fancy Food Show 및 Great 

New York State Fair와 같은 큰 공공 행사에서 지역 생산자들이 자사 제품을 홍보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고속도로 휴게소 및 뉴욕시 공항에 상점을 열어 

뉴욕주의 본토에서 재배되고 만들어진 제품을 여행객들이 구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약 1,100개의 로컬 기업들이 이러한 기회에 참여하여 그들의 제품과 주의 성장하는 

식음료 시장을 전세계 소비자들에게 더욱 연결하였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www.taste.ny.gov 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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