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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3년 10월 18일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TASTE NY” 행사가행사가행사가행사가 10월월월월 19일일일일 BELMONT PARK에서에서에서에서 열리는열리는열리는열리는 EMPIRE SHOWCASE 

DAY를를를를 찾는다고찾는다고찾는다고찾는다고 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Taste NY” 행사가 10월 19일 오전 11시에서 오후 5시까지 Belmont 

Park에서 열리는 Empire Showcase Day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17곳의 New York 

식음료 업체들이 이 행사에 참석하여 뉴욕주가 자랑하는 최우수 제품을 선보일 것입니다.  

 

“Empire Showcase Day는 Belmont Park에서 개최되는 가장 인기 있는 행사 중의 하나로 뉴욕 최고의 

제품들과 우리 농업 부문에서 생산된 많은 제품이 출품되는 곳입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Taste NY은 우리 뉴욕주가 선사하는 최우수 식음료를 알리는 행사로, 뉴욕 주민들과 

관광객에게 로컬 제품을 구입하고 우리 농장주들을 성원하도록 이끌어줄 것입니다. 내일, Belmont 

Park을 찾는 분들은 다양한 종류의 맛있는 제품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분들이 뉴욕의 맛을 한 

번 본다면 틀림없이 다시 찾게 될 것입니다.” 

 

Empire Showcase Day의 하이라이트는 이날 하루 동안  11개의 부문에서 경쟁하는 수 십 가지의 

뉴욕산 최우수 제품입니다. 또한 건초 더미 타고 오르기, 호박 조각, 페이스 페인팅 및 라이브 

음악을 포함해 가족들이 즐기는 오락 행사도 열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 레이스 게시 시간은 오후 

12시20분입니다.  

 

“Taste NY” 제품은 Belmont Park의 Grandstand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참가 업체로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양조장인 Brotherhood(Washingtonville), Lieb Cellars(Cutchogue), Platte Clove 

Naturals(Saugerties), Setton Farms(Commack), StilltheOne Distillery(Port Chester), SavvyBeast 

Treats(Bloomville), Ospresy’s Dominion Vineyards(Peconic), Tate’s Bake Shop(Southampton), Catskill 

Distilling Company(Bethel), Lola Granola Bar(Croton Falls), Amrita Health Foods(Hartsdale), Guyank 

Brand(Woodhaven), Nina’s Fresh Baked(East Northport), Cheeky Monkey Foods(Syracuse), G & K Sweet 

Foods(Peekskill), City Winery(NYC), Bearberry Artisanal Baked Goods(Oyster Bay)가 있습니다.  

 

“Taste NY은 계절마다 뉴욕의 다양한 농업 부문 최우수 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사계절을 알리는 

훌륭한 홍보 도구이기도 합니다”라고 뉴욕주 James B. Bays 농업장관 대리가 말했습니다. “최우수 

뉴욕 식품과 최고의 뉴욕 제품이 한 자리에 모인다면 이번 주말 Belmont Park에 분명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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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te NY”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www.taste.ny.gov을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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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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