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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4년 2월 19일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2월월월월 20일부터일부터일부터일부터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박람회에서박람회에서박람회에서박람회에서 개최되는개최되는개최되는개최되는 북동지역북동지역북동지역북동지역 최대최대최대최대 농장농장농장농장 쇼쇼쇼쇼 중중중중 하나에하나에하나에하나에 참석할참석할참석할참석할 

것을것을것을것을 독려독려독려독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 시민들이 Syracuse의 뉴욕주 박람회에서 2월 20일(목)부터 

2월 22일(토)까지 진행되는 북동지역 최대 규모의 제29회 뉴욕 농장 쇼(29th New York Farm Show) 

중 하나에 참석할 것을 독려했습니다. 올해 행사는 박람회에 6개의 건물들을 채울 정도로 

확장됩니다. 이것은 230,000평방피트에 달하는 면적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우리는 뉴욕 농장 쇼가 올해 뉴욕주 박람회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천여 

명의 방문객들을 수용하기 위해 확장되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매년 열리는 

이 행사는 농장주들이 농업 분야의 최신 혁신 기술을 접할 수 있게 해주고, 참가업체들이 자사의 

비즈니스 운영을 성장 및 개선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뉴욕 시민들이 이 멋진 행사에 

방문하여 뉴욕의 발전하는 농업 산업을 지원하고 자세히 알기를 원합니다.” 

 

뉴욕 농장 쇼의 방문객 수는 최대 30,0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행사는 매일 오전 

8:30부터 오후 4시까지 열립니다. 입장료는 5달러입니다. 주차는 무료이고 셔틀 버스가 

제공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http://www.newyorkfarmshow.com)를 참조하십시오. 이 

행사는 Northeast Equipment Dealers Association과 American Agriculturalist가 공동 주최합니다. 

 

2013년 박람회에 대한 주지사의 자본 프로젝트 자금 인상은 뉴욕 농장 쇼 등 주요 전시회에서 

사용되는 Science & Industry Building을 개선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쇼 매니저인 Scott Grigor는 “올해 Science and Industry Building로 확장함으로써 더 새롭고 흥미로운 

제품, 서비스 및 전시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더 많은 공간을 필요로 한 우리의 

요구에 대하여 주정부가 우리와 뉴욕주의 모든 농장주들을 위해 이룬 공헌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3일 간의 행사에 걸쳐 유제품 로봇 자동화, 쇠고기 생산, 임업 및 작물 보험 등 수 많은 세미나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 행사에는 대체 에너지 사업, 동물 건강 제품, 축사, 사료, 과수원, 급수 및 낙농 장비, 컴바인, 엔진 

및 모터, 농장주를 위한 금융 서비스, 사일로 및 사료, 트랙터를 포함한 농업용 장비, 서비스,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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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정보 산업에 종사하는 400여 개의 업체들이 참가합니다.  

 

로버트 왓슨 기념 농기기 경매(Robert Watson Memorial Toy Auction)는 토요일 오후 5시 Art & Home 

Center의 Empire Room에서 열립니다. 약 200여 개의 농기기들은 뉴욕 FFA를 지원하는 기금과 함께 

경매에 올려집니다. 방문객들은 행사 기간 동안 농기기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Richard A. Ball 주 농업부 부국장은 “뉴욕주 박람회는 설계만으로 북부지역 관광 사업 성장에 

기여하고 뉴욕의 농업 산업을 홍보하는 데 도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뉴욕 농장 쇼를 통해 뉴욕은 

양쪽 세상에서 진정한 최고의 주로 자리매김했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의 농업은 완전히 알려질 

것이며 오는 주말 저도 이 행사에 함께 참석하기를 기대합니다.”  

 

Great New York State Fair에에에에 관하여관하여관하여관하여:  

 

신설된 뉴욕주 농업부(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Markets)가 운영하는 Great New York State 

Fair는 2014년 8월 21일부터 9월 1일까지 진행됩니다. 이 박람회의 목표는 최고급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하고 뉴욕 농업의 특장점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 연례 뉴욕주 박람회 이외에 Fairgrounds는 북동부의 가장 유명한 말과 가축 쇼를 포함하여 수 

십건의 농업 이벤트를 년중 개최합니다. 

 

위대한 뉴욕주 박람회의 장소는 375 에이커의 전시 및 오락 단지로서 년중 운영됩니다. 행사의 

연중 일정은 박람회 웹사이트(http://www.nysfair.org)를 참조하십시오. 

웹사이트(http://www.facebook.com/nysfair)에서 The Great New York State Fair on Facebook을 찾은 

후 @NYSFair on Twitter에 팔로하고 웹사이트(http://flickr.com/photos/nysfair)에서 찍은 사진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뉴욕 시민은 누구나 웹사이트(statefairideas@agriculture.ny.gov)에서  Great New York State Fair에 

대한 자신의 아이디어를 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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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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