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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4년 7월14일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올올올올 여름여름여름여름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중부중부중부중부 지역의지역의지역의지역의 관광관광관광관광 활성화를활성화를활성화를활성화를 위해위해위해위해 GREAT NEW YORK STATE FAIR와와와와 I 

LOVE NEW YORK 파트너를파트너를파트너를파트너를 발표발표발표발표 

 

여행여행여행여행 출판사인출판사인출판사인출판사인 Fodor’s, 이이이이 축제를축제를축제를축제를 미국미국미국미국 10대대대대 행사행사행사행사 중중중중 하나로하나로하나로하나로 선정선정선정선정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전국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12일 동안 진행되는 뉴욕주 축제에 

참여하도록 I LOVE NEW YORK의 여름 관광 캠페인을 통해 즉시 Great New York State Fair를 

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8월 21일부터 9월 1일까지 진행될 이 축제는 I LOVE NEW YORK의 직접 

마케팅, 광고 및 미디어 홍보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저명한 여행 출판사인 

Fodor’s는 이 축제를 최근에 미국 10대 축제 중 하나로 선정했는데 이 축제를 전국 최고로 평가한 

전문 업체 중에서 Fodor’s는 5번째 업체였습니다.  

 

Cuomo 주지사는 “Great New York State Fair는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축제 중 하나이며 I LOVE 

NEW YORK 캠페인을 통해 어느 때보다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콘서트와 게임에서 

뉴욕주의 세계적 수준의 농업을 홍보할 고급 식음료에 이르기까지, 이 축제는 모든 연령대의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며 미국 10대 축제 중 하나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이번이 

뉴욕을 즐길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모든 주민들이 올 여름 Great 

State Fair의 매력에 빠져보실 것을 권장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I LOVE NEW YORK는 이번 제휴를 통해 온라인 안팎에서 참가자들을 모으고 Great New York State 

Fair에 대해 널리 알리게 될 것입니다. 이 마케팅 캠페인에는 유명한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비롯한 

디지털 채널, 새로 개시된 ILoveNY.com 웹 사이트, 축제에 앞서 열리는 행사장에서 브로셔와 전단지 

배포 등을 통한 홍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I LOVE NEW YORK 팀은 축제 관련 기관 및 뉴욕주 

농업시장부(Department of Agriculture & Markets)와 협력하여 모든 주민에게 축제에서 가장 인기 

있는 온라인 실시간 전시회 중 하나가 될 “Dairy Cow Birthing Center”를 홍보하고 널리 알릴 

예정입니다. 

 

Empire State Development의 사장, CEO 겸 국장인 Kenneth Adams는 “I LOVE NEW YORK 여름 

캠페인은 뉴욕 전역의 독특하고 멋진 명소를 집중 소개하고 관광을 활성화시킬 State Fair와의 

제휴와 같은 특별 이벤트 및 파트너십을 통해 만반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독창적인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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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법과 디지털 채널을 통해 뉴욕에 대한 주민과 관광객들의 인식을 높이고 뉴욕주 중부 지역의 

최대 행사 중 하나인 Great New York State Fair에 대한 홍보를 성공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Colonnade의의의의 Taste NY 와인와인와인와인, 맥주맥주맥주맥주, 주류주류주류주류 바바바바 

 

주지사는 또한 올해의 와인, 맥주, 주류 및 사이다 서미트의 후속 행사로서 올해 Colonnade의 

축제에서 새로운 “Taste NY 와인, 맥주 및 주류 바”를 준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랜만에 

뉴욕주 와인이 제공되는 행사가 될 것이며, Colonnade에서는 처음으로 뉴욕주 맥주와 주류가 

제공되는 행사가 될 것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농장을 중심으로 한 음료업계가 Colonnade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몇 년 전 New 

York Wine Village는 교통 체증이 심한 Colonnade 지역에서 Horticulture Building 근처로 

이주했습니다. 이 문제는 이해 관계자들이 장소 이주로 매출에 부정적 영향이 있었다는 점을 

인지하고 주지사의 첫 번째 와인, 맥주 및 주류 서미트 기간에 업계가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2014년 축제에서 업계 피드백에 대한 직접적 성과로서 Wine Village는 Taste NY 배너에 있는 다른 

농장 중심의 음료 제품과 함께 Colonnade로 다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New York State 

Brew Pub and Distillery는 2013년에 New York State Fair에 처음 참여했는데 2014년에는 시설이 

International Building으로 다시 돌아갈 계획입니다. 

 

뉴욕주 농업국의 Richard A. Ball 국장은 “Colonnade의 Taste NY 와인, 맥주 및 주류 바는 2014 Great 

New York State Fair가 농업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축제라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Cuomo 주지사는 농업을 중시해왔는데 이번 행사는 2014년 축제에서 백 만 명의 

관광객에게 대대적으로 농업을 홍보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New York State Fair 책임자 대행인 Troy Waffner씨는 “축제에 참가한 동안 저에게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청 사항 중 하나는 Wine Village를 다시 Colonnade로 이주시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올해 

우리는 그 이상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지사의 NY Works 프로그램으로 모은 자금으로 

관광객들의 전반적 경험을 개선하기 위해 농가 및 축제 장소의 기반시설을 복원하고 있습니다. 이 

2014년 축제는 벌써 멋진 축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라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New York Wine and Grape Foundation의 사장인 Jim Trezise씨는 “Cuomo 주지사, Ball 국장, Waffner 

책임자 대행이 Wine Village를 Colonnade 지역으로 다시 이주하게 하고, 뉴욕주 제조 맥주, 주류, 

사이다 커뮤니티 출신의 동료들의 활동 범위를 일반 상업 지역으로 넓히게 한 것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뉴욕 와인, 맥주, 주류 및 사이다 제조업체들은 다양한 원자재로 시작하여 서로 다른 

제품을 만들어 내지만 모두 뉴욕 농업을 후원하고 뉴욕 소비자들에게 다양하고 수준 높은 현지 

농산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New York State Distillers Guild의 Nicole Austin 사장은 “이번 축제는 뉴욕주와 뉴욕주의 모든 

양조업체가 올해 Colonnade의 맥주, 사이다, 와인과 함께 뉴욕주에서 제조한 주류의 기술 혁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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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을 널리 알리는 멋진 기회가 될 것입니다. New York State Fair는 신흥 및 성장하는 

주조업체에게 중요한 경제적 기회입니다. Cuomo 주지사와 농업시장부가 New York State Fair를 

뉴욕 농산물, 뉴욕 사업체, 뉴욕의 품질을 알리는 기회로 만들기 위해 힘써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New York State Brewers Association의 Paul Leone 상무는 “New York State Fair는 뉴욕주의 가장 멋진 

모습을 구경할 기회일 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더 많은 뉴욕주 

맥주업체들이 올해의 축제에 참가하여 미국 최고의 맥주를 생산하는 뉴욕주의 맥주의 맛을 감상할 

기회를 제공하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미국미국미국 10대대대대 축제축제축제축제 중중중중 하나하나하나하나:  

 

어떤 전문가는 뉴욕 주민들이 Great New York State Fair가 미국 최고의 축제 중 하나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수 많은 여행객들이 신뢰하는 안내 책자와 웹 사이트 안내서를 제작하는 

저명한 여행 출판사인 Fodor’s는 뉴욕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 업체의 미국 10대 주 행사 목록에서, Fodors는 Great New York State Fair가 “뉴욕시의 현대적 

감각과 뉴욕주의 나머지 지역의 상업 및 농업이 조화를 이룬 축제… 시원한 난방 시설이 구비된 

뉴욕 와인 및 치즈 세미나에서 다양한 현지 와인과 치즈를 시식할 기회를 누리세요. 귀여운 

동식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기 토기와 기니 피그 전시회를 들러 새로 태어난 새끼들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술했습니다. 

 

이 기사는 8월 26일 Beef Day에 열리는 햄버거 요리 대회의 참석 정보에 대해서도 안내했습니다. 

 

이 업체는 전문 업체 중 5번째로 이 축제를 미국 최고의 축제로 평가했다고 합니다.  

• Yahoo Travel은 이 축제를 10대 축제로 평가했는데 “가정에서 재배한 농작물”과 와인 및 

치즈 세미나 때문이라고 합니다.  

• 여행 사이트인 Hopper.com은 이 축제를 1위로 평가했는데 그 이유는 “다양한 현장 

엔터테인먼트 대문에 가장 접근이 용이하고 가족들이 즐거워 하는 축제”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 여행 안내 사이트인 Bustle.com이 3위로 평가한 이유는 뉴욕주 와인의 다양성을 소개하는 

축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5온스 1잔에 2달러로 매우 저렴하며 행사장을 다니며 마실 

수 있다”고 이 안내 사이트는 소개했습니다.  

• 부동산 및 이주 웹 사이트인 Movoto.com은 올 여름의 축제에 대해 두 차례 기술했는데 

“New York State Fair는 전통을 자랑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이 축제는 뉴욕주로 이사하는 

이유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했으며, Syracuse로 이주할 이유에 대해 열거한 기사에서는 

뉴욕주 축제가 “주에서 주관하는 모든 축제의 종결자“라고 표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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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at New York State Fair 소개소개소개소개 

 

뉴욕주 농업시장부가 운영하는 New York State Fair는 2014년 8월 21에서 9월 1일까지 진행됩니다. 

이 축제는 최고급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하고 뉴욕 농업의 특장점을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연례 New York State Fair 이외에 Fairgrounds는 북동부의 가장 유명한 말과 가축 쇼를 포함하여 

다양한 농업 이벤트를 연중 개최합니다. 

 

Great New York State Fair의 장소는 375 에이커의 전시 및 오락 단지로서 연중 운영됩니다. 연중 

이벤트 일정은 본 축제의 웹사이트에 있습니다. 페이스북에서 Great New York State Fair를 찾고, 

Twitter에서 @NYSFair를 팔로우하고, Flickr.com/photos/nysfair에서 축제와 관련된 사진을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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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아이디어를 보낼 수 있습니다. 

 

New York State/I LOVE NEW YORK 소개소개소개소개 

 

뉴욕주는 11 곳의 아름다운 휴양지를 자랑합니다. 뉴욕의 명소에는 Adirondacks에 위치하며 

미국에서 가장 큰 공원인 Niagara Falls와 같은 관광지 및 Cooperstown의 Baseball Hall of Fame, 

Corning Museum of Glass 등이 포함됩니다. 뉴욕주에서는 다양한 활동을 할 기회를 제공하는데 

실외 낚시, 하이킹, 보트타기, 연중 페스티벌, 13개 식민지 유적지 중 한 곳의 역사와 문화 탐험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관광객들은 또한 고급 요리, 음료 트레일, 산지 직송 신선 식품 등도 즐길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http://www.iloveny.com을 방문하십시오.  

 

뉴욕주 관광 소식을 보려면 I LOVE NY 소셜 미디어 채널을 확인하십시오. NYC에서 나이아가라 폭포 

및 그 중간의 모든 장소에 이르기까지 뉴욕에는 사랑할 대상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다음 

휴가지에 대한 멋진 아이디어를 얻고 싶다면 Facebook, Twitter, Instagram에서 I LOVE NEW YORK을 

확인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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