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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는주지사는주지사는주지사는 뉴욕뉴욕뉴욕뉴욕 주주주주 전역에전역에전역에전역에 걸쳐걸쳐걸쳐걸쳐 40개개개개 이상의이상의이상의이상의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박람회를박람회를박람회를박람회를 강조강조강조강조  

 

날짜날짜날짜날짜 및및및및 시간시간시간시간 세부세부세부세부 정보는정보는정보는정보는 현재현재현재현재 www.data.ny.gov에서에서에서에서 확인확인확인확인 가능합니다가능합니다가능합니다가능합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거의 40개의 카운티 박람회뿐만 아니라 다양한 청소년 박람회에 

대한 정보가 주 공개 데이터 웹사이트인 www.data.ny.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카운티 박람회는 뉴욕 주 전체에서 7월 초부터 9월 초까지 개최되며 방문자들에게 지역 농업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놀이 공원의 놀이기구에서 지역 농민과 소규모 

자영업을 포함한 농업 콘테스트까지 수많은 레크리에이션 기회와 지역에 경제적 혜택을 

제공합니다.  

 

“카운티 박람회는 방문자에게 지역 농업과 엔터테인먼트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뉴욕 

주에 걸쳐 지역 사회를 위한 가치 있는 전통입니다.”라고 Cuomo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주의 공개 

데이터의 웹사이트는 뉴욕 주민들이 자신의 지역에서 앞으로 열리는 박람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며, 이러한 행사를 강조하여 우리는 지역 공급 업체의 프로필을 

알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이번 여름에 모든 뉴욕 주민들이 그들 근처의 박람회에 참가하고 

우리의 농민들과 농업 생산자들이 제공하는 것들을 더 보길 바랍니다.” 

 

“뉴욕의 공개 데이터의 웹 사이트는 그들의 지역 박람회가 언제, 어디서 개최되는지 뉴욕 주민들이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자원입니다. 카운티 박람회는 뉴욕 관광의 중요한 부분이며, 이번 여름 모든 

뉴욕 주민들이 지역의 농업 박람회를 방문하기를 바랍니다.”  

 

박람회는 주 전역에 걸쳐 10개의 뉴욕 경제 개발 지역에서 개최되며, 주 전역에서 지역 사회의 

참석자들에게 독특한 교육의 경험을 제공합니다. 카운티 박람회는 상당한 경제적 영향을 가지고 

있으며, 수백만 달러의 경제적 수익과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뉴욕 주의 카운티 박람회의 목록은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뉴욕 주의 카운티 박람회 지역의 지도는 여기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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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주의 카운티 박람회 일정은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다른 수백만의 뉴욕 주민들처럼 카운티 박람회의 열렬한 팬입니다. 저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지역 박람회에 몇 년 동안 다녔습니다.”라고 주 농업 국장 Richard A. Ball이 말했습니다. “카운티 

박람회는 중요한 농업과 가족의 전통이며, 주의 공개 데이터 웹 사이트의 도움으로 이번 여름은 

어느 때보다 뉴욕 주민들이 농업 관광을 즐기기가 쉬워졌습니다.”  

 

현재 주 예산은 농업 및 시장부를 통해 주 전역의 카운티 박람회에서 농업 대회에 대한 50만 달러의 

보상을 제공합니다. 이 부서는 Syracuse에 있는 위대한 뉴욕 주 박람회(Great New York State Fair)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박람회는 8월 21일부터 9월 1일까지 개최됩니다. 박람회의 첫 번째 

금요일은 전통에 맞춰, “법 집행의 날”으로 지정됩니다. 그러나 올해에는 8월 22일 금요일은 또한 

“카운티 박람회의 날”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주 전역의 모든 농업 박람회에서 카운티 박람회 

관리자와 임원은 주 박람회의 날을 즐길 수 있도록 초대됩니다. 박람회장과 Midway의 배후 관광을 

받고, 주 박람회에서 농업의 몇 개의 짧은 프리젠테이션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주 농업 및 시장부의 수의사 및 인증된 수의학 기술자들은 각 카운티 박람회에서 근무하고 주 

박람회는 전시를 위한 소, 돼지, 양, 염소, 알파카와 라마를 포함한 동물들을 검사합니다. 이는 

박람회 동안에 동물들의 건강을 유지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부서의 직원은 각각 박람회 전에 동물 

검사를 받았고 필요한 시험 및 전시를 위한 자격이 되는 예방 접종이 완료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모든 동물의 서류를 확인합니다. 박람회 장소에 보호 장치가 있다는 것의 확신이 없이는, 

동물의 소유자들은 그들의 최고의 동물들을 가지고 오지 않을 것이고, 그랜드 챔피언의 상금을 

위한 활발한 경쟁의 농장 지역과 공공의 몫을 빼앗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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