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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3년 7월 19일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이번이번이번이번 주말주말주말주말 SYRACUSE에서에서에서에서 열리는열리는열리는열리는 STATE FAIRGROUNDS에에에에 SYRACUSE NATIONALS 

AUTO SHOW자동차쇼가자동차쇼가자동차쇼가자동차쇼가 시작된다고시작된다고시작된다고시작된다고 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 

 

미국미국미국미국 최대최대최대최대 클래식클래식클래식클래식 자동차자동차자동차자동차 쇼의쇼의쇼의쇼의 하나에서하나에서하나에서하나에서 7,000대의대의대의대의 클래식클래식클래식클래식 자동차를자동차를자동차를자동차를 만나다만나다만나다만나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Syracuse Nationals Auto Show 자동차 쇼가 7월 19일 금요일에서 

7월 21일 일요일까지 열린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자동차 쇼에는 전문가가 복구한 다양한 

클래식 자동차들과 더불어 전통 음악, 클래식 자동차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 유쾌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Syracuse Nationals Auto Show자동차 쇼가 오늘부터 시작하는 State Fairgrounds에 다시 열리게 

되었음을 발표하게 되어 기쁩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이 쇼에서는 저와 같은 

클래식 자동차 애호가들을 흥분시킬 수많은 명차들이 등장하고 관람객들에게 센트럴 뉴욕까지 

직접 운전해보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라이브 음악과 시연 그리고 미술을 감상할 수 있는 이번 

행사는 이번 주말에 팬들과 각 가정들이 절대 놓치면 안 될 그런 기회입니다.” 

 

약 7,000대의 차량을 보기 위해 80,000여명의 관람객들이 이 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시된 차량은 일부 1900년대 초에 제작된 것들을 비롯해 대부분 1981년 이전에 제작된 것들로, 

정교하게 복구되고 유지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번 연례 행사를 위해 미국의 30개주와 

일부 캐나다 주에서 약 400명의  판매업체가 이 지역을 찾았습니다.  

 

또한 Syracuse Nationals Auto Show자동차 쇼에서는 자동차 복원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상 중의 

하나를 시상하기도 합니다. Winfield Award는 자동차 맞춤 분야의 초창기 선구자 중의 한 명이었던 

Gene Winfield 이름을 딴 상입니다. “맞춤 자동차의 왕(King of Kustoms)으로 알려진 Winfield는 

“Back To The Future”에 나오는 날으는 DeLorean, “Blade Runner”라는 영화에서 나오는 25인승 맞춤 

차량, 스타트렉 (Star Trek) TV 시리즈에 나오는 Galileo 7 셔틀크래프트와 같이 영화와 TV에서 

등장한 독특한 형태의 맞춤 차량을 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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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86세가 되는 Winfield 씨는 6명의 결승진출 차량 중에서 우승 차량을 뽑기 위해 State 

Fairgrounds에 올 것입니다. 우승 차량은 Winfield 씨가 맞춤형 자동차의 진가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동차가 될 것이며, 1등상으로 1만 달러의 상금이 수여됩니다. 이 대회에는 

100여대의 차량이 출품되었습니다. 

 

자동차 쇼 기간에 볼 수 있는 또 다른 볼거리로는 라이브 음악, Art & Home Center에서 펼쳐지는 

공예품 전시회, 자동차 파괴경기 등이 있습니다. 또한 구형 자동차의 희귀 부품을 교환하는 자리도 

마련될 것입니다. 에어브러시 아티스트들이 센트럴 뉴욕의 Ronald McDonald House Charities를 

위한 기금을 모으기 위해 오리지널 작품들을 경매 행사에 내놓을 것입니다. Syracuse Nationals Auto 

SHow 등록 참가자들은 10번과 11번 게이트 사이에 있는 주차장에 마련된 시한이 정해진 

오토크로스 트레일을 통해 차량 운전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Morrisville State College도 차량 정비 

및 수리에 대한 기술적인 면과 관련한 세미나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 밖에도 다수의 유명인사들이 이 행사에 참가할 것입니다. “American Pickers”에 나오는 Mike 

Wolfe는 금요일 Center of Progress Building에서 오전 9시 - 오전 11시에 사인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동료 배우인 Danielle은 토요일 오전 11시 – 오후 1시와 오후 2시 – 오후 5시에 

나오고 일요일 오전 10시 – 오후 3시에도 나올 것입니다. 옛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영화인 

“American Graffiti” 에 나오는 Candy Clark도 주말 내내 이 쇼에 참석해서 사인회를 가질 것입니다.  

 

이 행사의 전체 일정은 행사 웹사이트인 http://www.rightcoastcars.com/syracuse-nationals-event-

schedule.php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장권 가격은 성인은 17 달러, 6세 - 12세 아동은 8 달러입니다. 입장권 예매 시 성인은 12 달러, 

6세 - 12세 아동은 6 달러입니다. 입장권 예매는 Fastrac Markets 편의점에서 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 박람회 기간은 2013년 8월 22일 – 9월 2일입니다. 이번 박람회 주제는 “뉴욕주의 박애와 

자부심 나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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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표는 Fair 웹사이트(www.nysfair.org)에서 볼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에서 Great New York State 

Fair를 찾거나 트위터에서 NYS Fair를 팔로우하십시오. 또한 뉴요커들은 위대한 뉴욕주 박람회에 

대한 자신의 아이디어를 statefairideas@agriculture.ny.gov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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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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