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년 8월 22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뉴욕주 재배 인증(NEW YORK STATE GROWN & CERTIFIED) 농장 

홍보를 위한 하나포드 슈퍼마켓(HANNAFORD SUPERMARKETS)과의 협력 관계 발표  

  

49개의 Hannaford 점포에서 판매하는 주도 지역, 웨스턴 뉴욕 및 미드 허드슨 지역의 

농장에서 재배한 식료품과 시장 산품들에 전부 뉴욕주 재배 인증 인증표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재배 인증(New York State Grown & Certified) 

프로그램에 참여한 농장에서 재배한 지역 농산물들을 홍보하기 위하여 하나포드 

슈퍼마켓(Hannaford Supermarkets)과 제휴 관계를 맺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Hannaford는 주도 지역(Capital Region)에서 주에서 안심 식품 취급에 우수한 경험을 

인증받고 환경 관리를 실현하는 뉴욕 농장의 농산물을 공급하는 최초의 식료품 

매점입니다. 뉴욕주 재배 인증 표시를 한 제품 판매는 주도 지역, 센트럴 뉴욕(Central 

New York), 미드 허드슨(Mid-Hudson) 및 노스 컨트리(North Country)에 있는 전체 49개 

Hannaford 점포에서 가능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배 인증 프로그램(Grown & Certified 

Program)은 뉴욕의 세계적 수준의 농산품들을 빛나게 하며 지역 경제를 강화하는 주 

전역 커뮤니티에 있는 농장들을 지원합니다. 이 협력 관계는 서로에게 이로워 

소비자들에게 그들 커뮤니티에서 생산한 고품질의 식품을 선보이며 열심히 일한 

농민들을 지원합니다.”  

  

Hannaford의 올버니 지역 운영 책임자 Dennis Marti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뉴욕 소비자들이 지역에서 재배한 산품들을 식별하고 식품을 만든 

근처의 농장들을 알아보는 데 훌륭한 도구입니다. 우리는 뉴욕주와 이 기획의 파트너가 

되어서 기쁩니다. Hannaford는 소비자와 바로 여기서 재배하고 생산한 고품질의 다양한 

신선 제품들을 제공하는 우리 커뮤니티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뉴욕주 재배 인증(New York State Grown & Certified) 마크는 오늘 주도 지역, 미드 

허드슨 및 웨스턴 뉴욕 지역의 농장에서 재배한 허브류, 토마토, 양배추 및 기타 농작물을 

취급하는, 래섬(Latham) 타운의 하나포드 슈퍼마켓 & 약국(Hannaford Supermarket & 



 

 

Pharmacy)에서 진행하는 행사에서 발표되었습니다. 기타 제품들도 시즌 내내 뉴욕주 

재배 인증(NYS Grown & Certified) 마크를 달고 잇따라 선보이고 전시될 것입니다. 

인증받은 제품들은 뉴욕에 있는 48개의 기타 Hannaford 점포에서도 선보일 것입니다.  

  

이밖에 뉴욕주 농업 시장부(Department of Agriculture & Markets)는 주 전역에 있는 

3개의 다른 소매상과도 협력하여 뉴욕주 재배 인증 표시를 한 농산물, 일용품 및 가금 

식품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요구에 맞는 뉴욕 농산물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격려하기 위하여 뉴욕주 재배 인증 기획은 제품 상표, 웹사이트 및 소셜 미디어 

페이지 등 다양한 마케팅 캠페인을 통하여 지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뉴욕주 재배 

인증을 받은 농장들의 일하는 모습들을 반영한 다양한 홍보 동영상을 여기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Ball 뉴욕주 농업(State Agriculture)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농업은 우리 

경제를 발전시키는 주요 원동력으로서 뉴욕은 최고의 재배자와 생산자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환경을 보호하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 맛나고 고품질의 식품을 

생산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Hannaford와 한팀이 되어 이렇게 훌륭한 

제품들을 더 많이 홍보하고 소비자가 자신들의 지역 매점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뉴욕주 하원 농업위원회(Assembly Agriculture Committee)의 Bill Magee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Hannaford의 소비자들은 뉴욕 재배에 대한 완전한 신뢰와 제공하는 

인증 표시를 통하여 뉴욕에서 재배하고 인증받고 현지 농장 트럭으로부터 갓 내린 최고 

품질의 신선한 농산품들을 맛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뉴욕 재배 인증 표시는 식품 

안전성과 환경 관리에 대한 최고 표준을 보장합니다.” 

 

뉴욕주 상원 농업 위원회(Senate Agriculture Committee)의 Patty Ritchie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수록 많은 사람이 자신들이 좋아하는 음식에 뉴욕의 부지런한 

농민들이 재배한 맛있고 영양이 풍부한 지역 특산품들을 추기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뉴욕주 재배 인증 프로그램과 Hannaford 슈퍼마켓과의 중요한 협력 관계를 

인지해주신 주지사와 커미셔너 Ball에게 감사드립니다. 이 협력 관계로 우리주 내에서 

재배한 제품들이 빛을 보게 함으로써 어려움을 겪는 농민 가족들의 부양과 농업 산업의 

부흥을 도울 것입니다.”  

  

Dale Stein 뉴욕주 토양 수자원 보호 위원회(New York State Soil and Water 

Conservation Committee)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의 많은 농민은 맛좋고 

훌륭한 식품 생산뿐만 아니라 토지도 확실히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노력합니다. 

뉴욕주 재배 인증 프로그램을 통하여 농민들은 소비자들에게 그들이 사 먹는 식품들이 

높은 환경 기준뿐만 아니라 식품 안전 기준에도 부합한다는 메시지를 전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정부와 뉴욕 전역의 농민들과 함께 이 위대한 사업을 계속하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https://certified.ny.gov/#_blank
https://www.facebook.com/NYScertified/videos/vb.1229590680433967/1255164281209940/?type=2&theater#_blank
https://www.facebook.com/NYScertified/videos/vb.1229590680433967/1254963777896657/?type=2&theater#_blank


 

 

Cornell Cooperative Extension의 이사 Chris Watkin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ornell사는 Hannaford가 뉴욕주 재배 인증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데 뉴욕주와 

협력하여 농민들에게 경제적 기회를 늘려주고 지역에 건강하고 자체 생산한 과일, 채소 

및 일용품들의 지역 소비를 확장하게 되어 기쁩니다. Cornell Cooperative Extension사는 

식품 안전성과 고급 전문기술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미래 경제발전의 기초가 

되는 환경 지속성을 보장하는 농업 활동을 홍보할 기회를 얻게 되어 기쁩니다.”  

  

Michael E. Rosen, 식품 산업 연합 (Food Industry Alliance) 사장 및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배업자들은 지역 재배, 식품 안전성 및 환경보호 기준 등 

소비자에게 중요한 세 가지 요소를 갖춘 뉴욕주 재배 인증 프로그램을 환영합니다. 

이것은 뉴욕 농민들을 지지하려는 소비자들에게 기쁜 소식일 뿐만 아니라 식품 안전과 

환경 보호도 책임집니다.”  

  

Shushan Valley Hydro 농장주 Phyllis Underwood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뉴욕주 재배 인증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우리 농민, Hannaford 매점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의 소비자 모두에게 이롭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는 인증받은 식품 안전성 계획과 환경 지속가능한 조치로 생산한 

지역 산품들을 쉽게 안심하고 식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뉴욕주 재배 인증 (NYS Grown & Certified) 프로그램 소개  

 

Cuomo 주지사는 2016년 8월에 뉴욕주 재배 인증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식품 안정성과 환경 지속 가능 기준에 맞추는 뉴욕 생산자들을 가려내고 

홍보하여 소비자들이 사 먹는 식품들이 지역에서 생산하고 높은 품질 기준을 만족하도록 

보장합니다. 농산품 생산자는 식품 취급 안전성을 인증받고 주정부 농업 환경 관리 

프로그램(State’s Agricultural Environmental Management Program)에 등록해야합니다.  

  

현재 주에는 37,000에이커의 면적을 차지하는 과일 및 채소 재배 농장이 64개, 가금 

농장 4개가 있으며 1,300개의 농장이 참여하고 있는 9개의 일용품 가공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뉴욕주 재배 인증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ertified.ny.gov를 

방문하시거나 Facebook, Twitter 및 Instagram에서 New York State Grown & 

Certified를 팔로우하십시오.  

  

하나포드 슈퍼마켓(Hannaford Supermarkets)에 대한 소개  

  

Hannaford Supermarkets는 메인(Maine)주의 스카버러(Scarborough)에 본점을 두고 

동북부에서 180개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점포들은 메인, 뉴욕, 

매사추세츠(Massachusetts), 뉴햄프셔(New Hampshire) 및 버몬트(Vermont) 등지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Hannaford는 26,0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구체적 점포 위치는 www.hannaford.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launches-new-york-state-grown-certified-food-program?_sm_au_=iVVQqV5Qb46H50Vn#_blank
http://certified.ny.gov/#_blank
https://www.facebook.com/NYScertified/#_blank
https://twitter.com/nyscertified?lang=en#_blank
https://www.instagram.com/nyscertified/#_blank
http://www.hannaford.com/#_bl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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