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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TASTE 뉴욕뉴욕뉴욕뉴욕 스토어의스토어의스토어의스토어의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전역에전역에전역에전역에 있는있는있는있는 휴게소에서의휴게소에서의휴게소에서의휴게소에서의 개장을개장을개장을개장을 

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 

 

Thruway와와와와 I-81에에에에 새로새로새로새로 문을문을문을문을 연연연연 스토어로스토어로스토어로스토어로 Taste NY 프로젝트프로젝트프로젝트프로젝트 확대확대확대확대 및및및및 참가참가참가참가 업체의업체의업체의업체의 
총판매액을총판매액을총판매액을총판매액을 세세세세 배로배로배로배로 끌어올린다는끌어올린다는끌어올린다는끌어올린다는 목표를목표를목표를목표를 이루게이루게이루게이루게 되다되다되다되다 

 

Taste NY 웹사이트가웹사이트가웹사이트가웹사이트가 업데이트된업데이트된업데이트된업데이트된 컨텐츠와컨텐츠와컨텐츠와컨텐츠와 손쉬운손쉬운손쉬운손쉬운 검색검색검색검색 기능으로기능으로기능으로기능으로 새로워지다새로워지다새로워지다새로워지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가장 최근에 Taste NY 스토어가 New York State 

Thruway의 Pattersonville과 Sloatsburg 휴게소, Broome Gateway Travel, 그리고 

Interstate 81에 자리한 Tourism Center에 문을 열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Taste NY 

업체의 참여를 통해 총 매출을 3배까지 달성하고 뉴욕 농업 생산자들을 홍보하기 위한 

주정부의 노력을 확대하겠다는 Cuomo 주지사의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2014년, Taste 

NY 이벤트와 상점에서 NY 제품의 전체 총 매출은 약 1백50만달러에 달했습니다. 

Sloatsburg 스토어 사진은 여기에서, Pattersonville 스토어 사진은 여기에서  Broome 

카운티 스토어 사진은 여기 및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번에 걸쳐 뉴욕이 세계 최고의 식음료 제품 중 일부를 생산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뉴욕주 전역에 자리한 휴게소에 Taste NY을 접목시키는 것은 이러한 

메시지를 널리 알리기 위한 또 다른 방법입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매년, Thruway와 주요 Interstates에 있는 휴게소는 수 백만 명의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 이제 바로 이곳 Empire State에서 생산된 뛰어난 맛의 식음료를 

발견할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Pattersonville 스토어는 26번 출구(Schenectady/Rotterdam West)와 27번 

출구(Amsterdam – Route 30) 사이 I-90 서쪽 방향에 있습니다. 이 곳은 Albany 서쪽에서 

가장 붐비는 휴게소 중의 하나로 연간 130만여명의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이 

스토어에서 판매되는 Taste NY 제품은 계절 별로 바뀌며, 요구르트, 치즈, 메이플시럽, 

기타 현지 제조 및 생산된 제품이 판매됩니다. 판매업체 명단:  

• Chocolate Pizza Company – Marcellus (Onondaga 카운티) 

• Joe’s Jerky – Sherrill (Oneida 카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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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cCadam Cheese – Chateaugay (Franklin 카운티) 

• Merle Maple Farm – Attica (Wyoming 카운티) 

• Nelson Farms– Cazenovia (Madison 카운티) 

• Red Jacket Orchards – Geneva (Ontario 카운티) 

• The Rob Salamida Co., Inc. – Johnson City (Broome 카운티)  

• Ronnybrook Farms – Ancramdale, (Columbia 카운티)  

• Wagner Vineyard (포도주스) – Lodi (Seneca 카운티) 

• Yancey’s Fancy – Corfu (Genesee 카운티) 

 

Sloatsburg 스토어는 15A번 출구(Sloatsburg – Suffern NY Route 17 North – NY Route 

59)와 16번 출구(Harriman – NY Route 17 및 US Route 6) 사이 I-87 서쪽 방향에 

있습니다. 이 곳은 1일 24시간 운영되며 판매업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 Chocolate Pizza Company-Marcellus  

• Dominick's Spaghetti Sauce (개봉 후 1주일이내 섭취) – Albany  

• Perry's Ice Cream – Akron  

• Ronnybrook Farms – Ancramdale – 우유 & 마시는 요구르트 

• The Rob Salamida Co., Inc. – Johnson City – Sauces and marinades 

• Red Jacket Orchards – Geneva – 압착 주스 

• Yancey’s Fancy – Corfu –  

• Merle Maple Farm – Attica – 갖가지 단풍 제품 

• Nelson Farms– Cazenovia  

• McAdam Cheese – Chateaugay  

• Wagner Vineyard – Lodi -Wagner 포도주스 750ml 

• Joe’s Jerky – Sherrill  
 

이 밖에도, Pennsylvania 주 라인과 Broome County의 1번 출구 사이에 자리한 I-81의 

북쪽 방향에 위치한 Broome Gateway 휴게소의 Taste NY은 7월 4일 휴일 주말에 

개장했습니다.  

 

이 시장은 Broome County Cooperative Extension에서 운영하며, Broome 카운티 

상공회의소가 관리하는 기존의 여행 및 관광 센터에 통합되었습니다. 뉴욕주 수송부는 I 

Love NY과 Taste NY 제품 및 정보를 알리는 전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휴게소 내 1,200 

평방피트의 공간을 리노베이션하였습니다. 이곳에는 50여곳의 판매업체가 자리해 

있는데 이중 13곳은 Chroma Bakery, Hungry Hounds Beerscuits, Little Venice, Dutch 

Hill Creamery을 포함해 더 큰 Binghamton 지역을 기반으로 합니다. 

 

Broome Gateway Taste NY 스토어는 이용객들이 직접 체크아웃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 다른 곳들과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Taste NY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며, 전자식 ExploreBoard로 농관광업 정보를 알릴 것입니다. 여름 계절 

동안에는 휴게소를 찾는 사람들은 매일 약 1,400 - 1,600명입니다.  

 

뉴욕주 Thruway 실무이사인 Robert L. Megna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Thruway와 우리 



Korean 

휴게소 운영자들은 뉴욕주 최고의 현지 생산 제품을 알리고 이들 관광객들이 구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Cuomo 주지사의 활동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뉴욕주의 맛을 

Thruway 여행객들에게 알리기 위해 우리 Taste NY 농장 시장과 Taste NY 스토어인 농업 

및 시장 부와 파트너가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주 농업부장관인 Richard A. Ball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지사께서는 Taste NY을 통해 

판매업체의 매출을 3배로 올리도록 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우셨고, 우리는 이러한 

활동의 지원을 받아 Thruway공사와 협력하여 또 다른 Taste NY 스토어를 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새로 들어선 휴게소에서 Taste NY 경험을 제공하면서 현지 

생산자들과 이들이 판매하는 맛있는 제품의 노출을 늘리고 있고 지역주민과 여행객 모두 

Thruway와 우리 our Interstate로 나와 뉴욕 제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수송부 장관인 Matthew Driscoll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리더십으로, 뉴욕주 수송부는 자매기관과 현지 공무원들과 다시 파트너 관계를 맺어 

새로운 Taste NY 스토어를 건립하고 Broome Gateway 휴게소를 뉴욕주와 뉴욕주에서 

생산된 우수 농산물에 관심이 많은 방문객들에게 더욱 더 알리게 되었습니다.” 

 

Pattersonville과 Sloatsburg에 Taste NY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는 Operations for 

HMSHost의 Richard Kinley 부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Thruway Authority와 농업 및 

시장 부와 뉴욕주 Thruway의 Pattersonville과 Sloatsburg 휴게소에 이 새로운 Taste NY 

스토어를 파트너 방식으로 운영하고 여행객들에게 진정한 뉴욕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행객들은 농장, 과수원, 포도원 및 다른 업체들에서 생산된 

많은 현지 뉴욕 제품들을 바로 이곳 Taste NY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Taste NY 농업 및 마켓 매니저인 Kaitlyn Sirna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Taste NY은 

이곳이 단지 판매점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도 우리 판매업체들에게 색다른 기회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Taste NY에서의 제품 판매는 모든 업체들에게 자사 제품과 

브랜드를 알리는 기회입니다. 우리 판매원들은 판매 제품, 생산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으로 생산자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판매업체 및 이 스토어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고객들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게 되면서 현지 제품을 구매하고 판매 농장주를 파악하는 

교육은 Taste NY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Cornell Cooperative Extension의 실무이사인 Victoria Giarratan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Broome 카운티의 Broome County Cornell Cooperative Extension은 Taste NY 

파트너십의 일원이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기회는 농업 종사자들이 생산량을 

증대하고 농산물과 생산물을 시장에 내다팔고, 신생 기업의 인큐베이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우리의 임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Broome 카운티와 뉴욕주의 경제 

동력으로서의 Taste NY 프로젝트. 우리는 이곳 Taste NY에서 많은 여행객들, 

지역주민들, 관광객들을 이 지역의 농장과 다른 소매점의 생산자들과 연결시킬 

것입니다. Taste NY의 경제적 영향력은 The Gateway Center에 있는 스토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고객들이 뉴욕주에서 활동하는 이들 생산자들을 찾아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현지에서 도움을 줌으로써 그 경제적 영향력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Korean 

 

Thruway Authority는 또한 현재의 Taste NY 행사는 15곳의 휴게소로 확대하여 뉴욕의 

현지 생산 제품들 중 최고의 제품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는 개선된 Taste NY 웹사이트—www.taste.ny.gov— 출범과 동시에 이뤄졌습니다. 

이 사이트는 새롭게 단장된 모습과 함께 뉴욕주에서 Taste NY 스토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한 최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Taste NY 웹사이트웹사이트웹사이트웹사이트 재출범재출범재출범재출범 

 

Taste NY 웹사이트가 보다 사용자 친화적이고 최신 검색 기능을 갖춘 모습으로 

재단장되었습니다. 이제 방문객들은 카운티 또는 판매 제품 별로 스토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사이트는 “Monthly Features”라는 섹션에서 현지 생산 제품과 

업체들을 집중 소개하고 있으며 앞으로 열릴 Taste NY 행사 목록도 담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반응성도 좋아서 어떤 기기로든 가상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몇 

달 동안 추가 기능이 추가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뉴욕의 식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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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1,100개의 현지 기업들이 이러한 기회에 참여하여 그들의 제품과 

주의 성장하는 식음료 시장을 전세계 소비자들에게 더욱 연결하였습니다. 

 

Pattersonville, Sloatsburg, Broome Gateway 휴게소에 마련된 Taste NY 스토어 외에도 

기존의 스토어들로 Jacob K. Javits Convention Center; JFK, LaGuardia, 맥아더공항; 

Grand Central Terminal; Taconic State Parkway에 마련된 Todd Hill의 Taste NY Market; 

Taste NY Marketplace가 있으며, Great New York State Fair에서 12일 모두 개장합니다. 

2014년, Taste NY 이벤트와 상점에서 NY 제품의 전체 총 매출은 약 1백50만달러에 

달했습니다.  

 

Taste NY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www.taste.ny.gov를 방문하십시오. 

 Facebook, Twitter, Instagram 및 Pinterest에서 Taste NY와 연결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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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