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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롱아일랜드 2016 BARCLAYS 골프 토너먼트 대회에서 NEW TASTE NY
MARKET (뉴욕 마켓 맛보기) 행사에 대해서 발표

뉴욕 식품 생산자 중 가장 최고인 Taste NY Café (뉴욕 카페 맛보기) 공개행사
최고의 국제 골프장으로 Bethpage 주립 공원을 유지하기 위한 뉴욕주의 3 백 8 십만달러
규모의 공약 보완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수십 곳의 뉴욕 주 농장과 생산자를 홍보하게 될, Bethpage
주립 공원의 Barclay’s 골프 토너먼트 대회장에 새로 선보인 Taste NY Café 행사에 대해서
오늘 발표했습니다.
이 규모의 행사에서 특색으로 처음 선보인 Taste NY Café 행사에서는, 롱아일랜드 해산물,
고기, 현지에서 재배된 생산물, 뉴욕주 전 지역의 제빵 제품들로 구성된 미식 요리를 PGA
TOUR 팬들에게 판매할 것입니다.
“올해 Barclays 토너먼트 대회는 롱아일랜드 경제에 활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최고의
뉴욕주 생산제품을 전시할 것입니다.” 라고 Cuomo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이 행사에서
두드러진 특색이 있는 Taste NY Café 행사와 함께, 뉴욕의 세계적인 수준의 식품, 음료 및
제품들이 전세계에서 수천명의 참석자들을 유치하는 미국 최고의 토너먼트 대회중 한 곳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배치될 것입니다.”
지난 해, 주지사는 Taste NY 프로그램 참여 업체들의 총 매출이 2014 년의 약 1 백 5 십만
달러에서 2015 년에는 4 백 5 십만 달러 이상으로 3 배가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
Cuomo 주지사는 2016-2017 뉴욕주 예산에 의한 기금으로 투자된 4 개의 신규 점포, 스포츠
및 오락 장소의 새로운 동업 시작, 뉴욕 주립 공원 시스템 안의 새로운 장소의 개점을 추가로
해서, 2016 년 말까지 총 수익을 9 백만 달러로 2 배 신장시키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PGA TOUR 는 PGA TOUR 최고 수준의 선수들 125 명이 참가하는 FedExCup 플레이오프의
첫번째 행사인 Barclays 대회를 위해서 Bethpage 주립 공원으로 돌아옵니다. Taste NY
Café 는 골프 코스의 1 번째 와 18 번째 홀 근처의 매우 좋은 위치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카페
사진은 여기와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카페의 특색 뉴욕주 제품과 음료 미식가 인정
메뉴를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Taste NY Café 행사에 참여한 생산업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Blue Point Brewing Co. – Patchogue, Long Island

Catapano Dairy Farm – Peconic, Long Island
Ed Zilnicki Farms – Riverhead South, Long Island
Fox Hollow Farm – Huntington, Long Island
Gosman's Dock – Montauk, Long Island
Lenny Bruno Farms – Manorville, Long Island
Satur Farms – Cutchogue, Long Island
Schmitt Farms – Riverhead, Long Island
Wickham Fruit Farm – Cutchogue, Long Island
Gianelli Sausage – Syracuse, Central New York
Adirondack Black Wax Cheddar – Barneveld, Mohawk Valley
Cooperstown Cheese Co. – Milford, Mohawk Valley
Wrighteous Organics – Schoharie, Mohawk Valley
Red Jacket Orchard – Geneva, Finger Lakes
A. Gurda Produce – Pine Island, Hudson Valley
Porpiglia Farms – Marlboro, Hudson Valley
Hepworth Farm – Milton, Hudson Valley
Ronnybrook Farm Dairy – Ancramdale, Hudson Valley
Old Chatham Sheepherding Co. – Chatham, Capital Region
Aladdin Bakery – Brooklyn, New York City
Peter Mele, Barclays 전무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골프 코스에서 팬들에게
최고의 경험을 선사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경험의 일부는 PGA TOUR
최고 선수들의 경쟁을 보면서 팬들이 즐길 수 있는 음식입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 팬들에게
그들의 영역에서 최고인 현지 생산업체를 기념하는 다양한 메뉴를 선사하게 되어서
흥분하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리더십으로 뉴욕은 뉴욕주에 있는 골프 코스에서 여섯 개의 중요한 프로
골프 토너먼트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2012 년, Bethpage Black 은 십만명의 관중들이
Nick Watney 가 Barclays 토너먼트 대회에서 우승하는 모습을 지켜 본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주의 대회 이후로, 조직위는 이미 2021 년과 2027 년의 대회를 유치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Cuomo 주지사는 지난 해 The PGA of America 와 2019 년
PGA 챔피언십과 2024 년 Ryder Cup 을 유명 골프 코스에서 열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Richard A. Ball, 뉴욕주 농업시장부 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Barclays 대회에서
Taste NY Café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PGA TOUR 와 협력하게 되어서 흥분된 마음으로,
뉴욕 농업의 우수성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 골프 토너먼트 대회에는 전세계의 팬들이
모이고 있으며, 그것은 세계에 뉴욕의 농업이 진실로 얼마나 다양하고 맛있는 식품들을
생산하는지 보여줄 환상적인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공약 덕분에, Taste
NY 프로그램은 단지 3 년동안에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뉴욕주 전
지역의 영농 사업은 고객 기반 사업으로 확장해서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3 백 8 십만달러 이상을 NY Parks 2020 program 을 통해서 Bethpage 주립
공원에 투자하고, 다년간의 노력으로 2011 년 부터 2020 년까지 뉴욕 주립 공원을 위해서
민간 및 공공 자금 9 억달러를 유치해서 투자할 계획입니다. 프로그램에는 역사적인 1935

클럽하우스를 개조 계획 뿐만 아니라, 몇 군데의 골프코스 그린을 다시 구축하고, 관개 및
배수장치를 개선 완료하며, Black 코스에서 챔피언십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벙커 단지의
재건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Rose Harvey 뉴욕 주립 공원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Bethpage 주립 공원의
PGA TOUR 선수와 팬을 환영하고, 뉴욕 주립 공원 골프 코스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수준의
골프 코스를 유지하기 위한 주지사님의 공약에 대해서 Cuomo 주지사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Bethpage 주립 공원과 헌신적인 직원들은 뛰어난 형태의 Black 코스를 유지히고 있고,
우리는 훌륭한 행사를 개최하면서, 국가적인 수준의 뉴욕 주립 공원 시스템을 보여드리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Robert Carpenter, 롱아일랜드 농업부 공무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길데 없이 뛰어난
품질과 다양성으로, 롱아일랜드의 영농 지역사회는 뉴욕주와 미국내에서 최고 중 한 곳의
위치를 계속 유지하겠습니다. PGA TOUR 토너먼트 대회의 뒷 마당인 바로 이곳에서 우리가
생산한 생산물의 품질과 가용성을 강조하는 Taste NY Café 행사에 뉴욕주 농민의 현지 지역
생산품이 특색이 되는 것을 우리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주민들과 방문객들에게
모든 계절 내내 무엇이 가능한지 맛보고 배울 기회를 제공할 것이고, 그들이 농장에 와서
진정으로 현지에서 재배한 생산물을 구입하기를 권장합니다.”
Karen Catapano, Catapano Dairy 농장의 소유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런
권위있는 행사에 제공할 수 있게 우리 치즈가 뽑힌 것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제 남편과
저는 2003 년부터 장인 염소 치즈를 생산하고 있고, 이 치즈는 미국 치즈 협회 (American
Cheese Society) 뿐만 아니라 뉴욕 전 지역의 많은 지역 시장, 농장의 진열대, 레스토랑, 치즈
상점에서 놀라운 평가를 받으며 사랑받고 있습니다. 뉴욕주 농업시장부의 우리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속에 우리 치즈를 선보이는 일은 모두 흥분되고, 엄청나게 만족스러운
일입니다.”
Sharon Tomaselli, Cooperstown Cheese Company 의 소유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ooperstown Cheese Company 는 PGA TOUR 의 일원이 된 것에 매우 흥분이 되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골프선수와 골프 팬들이 우리 치즈를 좋아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는 Taste NY 행사에 감사드리고, 이런 권위있는 행사에서 치즈를 진열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Baldor Specialty Foods 의 파트너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만약
아직 치즈 팬이 아니라면, 열렬한 골프 팬들이 열렬한 치즈 팬이 되기를 바랍니다. 치즈는
뉴욕 북부 지역 낙농업 경제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Taste NY 행사는 지역을 지원하는
한가지 방법입니다.”
Joel Panagakos, J Kings Foodservice 의 부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23 년동안 롱아일랜드 농장들로부터 재배된 매우 정성이 담긴 제품들을 롱아일랜드와 주변
백오십 마일 인근 지역에 제공해 왔습니다. 우리가 생산한 제품을 이용해서 Barclays
토너먼트 대회와 Taste NY Café 행사에 참여하게 되어서 저는 매우 행복합니다. 그리고
대단한 성공을 거둘 것을 기원합니다!”
Benjamin Walker, Baldor Specialty Foods 의 마케팅 및 비즈니스부서 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Bethpage 주립 공원 Barclays 골프 대회의 수천명의 골프 팬 손에 현지

농장과 장인들의 제품을 전달할 수 있게 Taste NY 행사 및 PGA TOUR 와 함께 일할 기회를
가지게 되어서 흥분됩니다.”
이 토너먼트 대회는 지속되어온 관행 속에서 최신 시설을 접목시킨 골프 단지에서 개최될
것입니다. Black 코스는, 골프 코스의 야생 식물과 새 둥지 상자, 인공 호수나 수로 주변의
해안 식물을 포함하여, 코스 주변의 보호된 조류 친화적 서식지를 보장하는 골프코스를 위한
Audubon International’s Cooperative Sanctuary Program 에 의해서 인증받았습니다. 또한,
Bethpage 주립 공원은 공원 시설에 ‘친환경’(greener) 해충 통제 기술을 채택한 Cornell
대학교의 뉴욕주 통합 해충 관리 프로그램과 오랜 기간에 걸친 협력관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IPM 기술은 초음파 방충제와 포살 덫을 사용하고: 화학물질을 최소화하면서 곤충
둥지와 벌집을 조기에 발견하는 등 상세한 감시를 해서 손이나 기계적인 처리로 잡초를
제거하는 것과 같은 예방 조치를 취합니다.
Barclays 대회 소개
Barclays 대회는 1967 년 Jack Nicklaus 가 Westchester 컨트리 클럽에서 개최된 개막
행사에서 우승한 때부터 PGA TOUR 스케줄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대회에
참석한 최우수 선수 중의 일부인 세계골프명예의 전당에 오른 Arnold Palmer, Johnny Miller,
Raymond Floyd, Seve Ballesteros, Hale Irwin, Curtis Strange 선수 등이 타이틀을
획득했습니다. 현재 세계 최고의 선수들 중 다수인 2 차례 챔피언에 오른 Ernie Els 와 Sergio
Garcia; 4 차례 챔피언 Vijay Singh; 2015 챔피언 Jason Day 등이 이 대회에서 우승했습니다.
네 번의 플레이오프 대회 중 첫 번째 행사인 Barclays 대회는 FedExCup 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 대회는 PGA TOUR 시즌에서 가장 중요한 대회로 한 시즌에 걸쳐
치러집니다. Barclays 대회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www.thebarclaysgolf.com 를
방문해 주세요. Barclays 대회 입장티켓 옵션에 대한 문의 사항은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전화번호 844-868-7465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hebarclaysgolf 에서 트위터를
팔로우하거나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facebook.com/TheBarclays 을 방문해 주세요.
PGA TOUR 소개
PGA TOUR 는 PGA TOUR, PGA TOUR Champions, Web.com Tour, PGA TOUR
Latinoamérica, Mackenzie Tour-PGA TOUR Canada, PGA TOUR China 등 130 개 이상의
토너먼트 대회를 공동 개최하는, 프로 골프선수들이 투어를 하면서 경기에 참가하는 세계
최고의 회원제 단체입니다. PGA TOUR 의 임무는 팬들을 즐겁게 고무시키며, 파트너들에게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하고,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할 수단을 만들며, 골프대회를 유치한
지역사회에 의미있는 자선 행사와 경제적인 영향이 있도록 유도하고, 투어 골프 선수들이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재정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PGA TOUR 토너먼트 대회는 227 개 국가와 지역에 30 개 언어로, 십억
이상의 가정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모든 토너먼트 대회가 자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비영리 단체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2015 년 투어의 모든 토너먼트 대회에서 지역과
미국 자선 단체를 위해서 기록적인 1 억 6 천만달러를 모금하였고, 역대 총합계로는 23 억
달러를 모금하였습니다.
골프계의 No. 1 웹사이트인 PGA TOUR 웹사이트는 PGATOUR.COM 이고, 단체의 본부는
Ponte Vedra Beach, FL 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Taste NY 소개
Taste NY 은 Cuomo 주지사가 뉴욕주의 식음료 산업을 홍보하기 위해 2013 년에 출범시킨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감독은 농업시장부에서 담당하며, 현지 생산자들이 Great New York
State Fair 와 같은 대규모 공개 행사에서 자신의 상품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뉴욕 주 고속도로를 따라 위치한 고속도로 휴게소와 교통 허브에
상점을 개장했으며, 여행자들이 뉴욕 주에서 재배하고 만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약 1 천 1 백의 현지 기업들이 이 기회에 참여하여 그들의 제품과
뉴욕주의 성장하는 식음료 시장을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계속 연결하고 있습니다. Taste
NY 에 관한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는, www.taste.ny.gov 를 방문해 주세요.
Bethpage 주립 공원 소개
Bethpage 주립 공원은, 2002 년과 2009 년 U.S. 오픈 챔피언십 골프 대회장이었던 유명한
Black 코스를 포함한 5 곳의 세계 수준의 골프 코스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1930 년대 초,
Bethpage 공원 관리단은 현재 Bethpage 주립공원이라고 알려진 곳을 건설하기 위해 Lenox
Hills 컨트리 클럽과 다른 인접 부지를 매입하였습니다. 유명 골프 코스 건축가인 A.W.
Tillinghast 가 고용되어 세 곳의 골프 코스(Black, Red, Blue)를 설계 및 건설 감독하고, Green
Course 가 된 Lenox Hills Course 를 수정 변경하였습니다. 골프 다이제스트는 Bethpage
Black 코스를 “미국에서 가장 힘든 75 개 골프 코스” 2012 년 목록 5 위에 올려 놓았고, “미국
100 대 최고 대중 골프 코스” 2013-2014 목록 8 위에 올려 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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