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4년 6월 3일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JERRY BROWN 캘리포니아주캘리포니아주캘리포니아주캘리포니아주 주지사와의주지사와의주지사와의주지사와의 RANGERS-KINGS STANLEY CUP 내기에내기에내기에내기에 

대해대해대해대해 발표발표발표발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Jerry Brown 캘리포니아주 주지사와 6월 4일 시작되는 2014 

Stanley Cup 결승전에 참여하는 뉴욕 레인저스와 로스앤젤레스 킹스 사이의 시합에 내기를 

걸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레인저스가레인저스가레인저스가레인저스가 우승하면우승하면우승하면우승하면 Brown 주지사는 Cuomo 주지사에게 다음을 보낼 것입니다:  

• California: A History” Kevin Starr 저술. 

• Lumberg 유기농 현미 케이크, 저염 처리. 

 

킹스가킹스가킹스가킹스가 우승하면우승하면우승하면우승하면 Cuomo 주지사는 Brown 주지사에게 다음을 보낼 것입니다:  

• Taste NY 기프트 바스켓, 뉴욕주 전역의 지역 사업체에서 생산한 제품 포함. 

• 3회 연속 2013 "Hat Trick"에서 사용된 기념적인 하키용 퍽.  

 

Cuomo 주지사는 “Union College와 Clarkson University가 전국 대학 챔피언이 되어 뉴욕주 하키 

팀에게 2014년은 이미 성공적인 한 해이며 케이크에 이를 상징하는 표시를 하여 뉴욕주가 Stanley 

Cup을 다시 획득했음을 알릴 것입니다. 레인저스와 킹스는 모두 멋진 결승 경기를 펼칠 것이므로 

동부와 서부의 하키 매니아들은 열광적 시리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레인저스는 현재까지 

플레이오프를 통과해 뉴욕의 강인한 정신을 보여주었으므로 뉴욕 최고의 생산물을 포함하는 Taste 

NY 바스켓과 함께 브로드웨이 블루셔츠를 내기 상품으로 정했습니다. 뉴욕 최대 규모의 레인저스 

팬 중 한 명인 Sheldon Silver 하원 대변인과 함께 Brown 주지사의 내기 상금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Sheldon Silver 하원 대변인은 “아이스 하키는 뉴욕주를 상징하며 오래 동안 Lake Placid에서 Long 

Island, Lake Eire까지 연결되는 호수, 연못, 링크에서 열리는 겨울 전통 스포츠입니다. 1994년 Ma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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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와 뉴욕 레인저스는 뉴욕에게 Stanley Cup을 안겨 주었습니다. 2014년에는 Andrew 

Cuomo 주지사와 레인저스가 이 컵을 뉴욕주에 다시 가져다 줄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Taste NY 기프트기프트기프트기프트 바스켓에바스켓에바스켓에바스켓에 포함된포함된포함된포함된 내용내용내용내용:  

• 오리지널 Anchor Bar 버팔로 윙 소스, Erie 카운티 

• 2가지의 수상 경력이 있는 아이스 와인: Orleans 카운티의 Leonard Oakes Estate 

Winery에서 생산된 2011년산 Vidal Blanc 아이스 와인과 Schuyler 카운티의 Hazlitt 1852 

Vineyards에서 생산한 2012년산 Vidal Blanc 아이스 와인  

• Broome 카운티에 있는 Binghamton의 유명한 Spiedie Sandwhich의 주요 재료인 Lupo's 

Spiedie Marinade 

• Gianelli Hot 이탈리안 소세지, Onondaga 카운티 

• Sammy and Annie Food의 Chicken Riggie 파스타 소스 스타터, Oneida 카운티 

• Parker's Pure New York 메이플 시럽, Parker Family Maple Farm, Clinton 카운티 

• America's First Kettle Chip, Saratoga Chips, Saratoga 카운티  

• Fishkill Farms의 사과, Dutchess 카운티 

• Make My Cake의 레드 벨벳 컵케이크, 맨해튼 할렘 

• Long Island 해안에서 수확한 굴, Braun Seafood Company, Suffolk 카운티 

 

7대 2014 Stanley Cup 결승전 1차 게임은 6월 4일 수요일 동부 시간으로 오후 8시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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