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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는주지사는주지사는주지사는 STATE FAIR 티켓티켓티켓티켓 온라인온라인온라인온라인 판매판매판매판매 시작시작시작시작 발표발표발표발표 

 

박람회박람회박람회박람회 참가자들은참가자들은참가자들은참가자들은 사전사전사전사전 티켓티켓티켓티켓 구매를구매를구매를구매를 하게하게하게하게 되면되면되면되면 40% 이상을이상을이상을이상을 절약절약절약절약 할할할할 수수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있습니다있습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 시민, 사상 처음으로, Great New York State Fair에 참석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티켓을 구입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여름의 최고 쇼”라는 테마를 가진 

박람회는 8월 21일부터 9월 1일까지 개최되며, 웹사이트에서 현장 구매보다 최대 40% 이상의 

할인을 제공하는 새로운 온라인 구매 페이지를 소개했습니다. 

 

 “저희는 그 어느 때보다 쉽게 방문자들이 Great New York State Fair가 제공하는 모든 것을 즐기고 

발견할 수 있도록 Syracuse에 쉽게 오도록 만들고 있습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훌륭한 지역의 Taste NY의 음식과 음료부터 우리의 국제 수준의 농업 산업까지 이 모든 것들 

사이에서 올해의 State Fair는 뉴욕 주민들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보안 웹 사이트는 구매자들에게 무료로 발송되는 일일권을 포함하여 5가지 제품을 판매합니다: 

• 일일권 티켓 사전 구매 시 6달러. 이는 현장 구매 가격인 10달러보다 40%를 절감하는 

금액입니다. 

• 6일 동안 입장 가능한 상용 박람회 티켓 북은 30달러입니다. 이는 전체 일반 입장료 

가격의 50% 저렴한 가격입니다. 

• 일일 손목 밴드 쿠폰은 20달러입니다. 쿠폰 가격은 평일 가격에서 5달러 이상 저렴하며 

주말 가격에서 10달러 이상 저렴합니다. 손목 밴드를 착용한 사람들은 모든 Wade Shows 

Midway 놀이기구를 하루 종일 즐길 수 있습니다. 

• 박람회 기간 동안 매일 Midway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Mega Pass는 70달러입니다. 

• 매일 주차는 5달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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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상용 박람회 참가자 티켓과 주자권이 State Fair 티켓 판매처에서 처음으로 판매되는 

것이며, 온라인 사이트는 식료품과 약국의 대규모 네트워크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사전 

티켓을 30만장이상 판매한 모든 Wegmans, Price Chopper, Tops 및 Kinney Drug를 포함합니다. 

선택된 매장은 또한 일일권 놀이기구 밴드를 판매합니다. 

 

 “우리는 올해 박람회에 새로운 에너지를 주입하고 있습니다”라고 박람회 실행 디렉터 Troy 

Waffner가 말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Midway는 올해 20개 이상의 새로운 이벤트와 활동을 

선보이며 전례 없는 성장과 변화를 보여줍니다. 올해는 곳곳에 새로운 건물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새로운 시스템이 Buffalo부터 Plattsburg로 Long Island로 이 박람회를 보러 많은 사람들을 

끌어오기는 바랍니다.” 

 

Great New York State Fair 소개소개소개소개 

 

 New York State Fair는 뉴욕주 농업 및 시장국에 의해 운영되고 양질의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하면서 

뉴욕 농업의 최고를 전시합니다. 올해의 슬로건인 “새로운 관광 명소, 오래된 즐겨 찾기, 시대를 

초월한 재미”는 20개 이상의 새로운 행사와 이벤트를 강조하며 여러 가지 박람회 참석자들의 

기호를 확장 혹은 개선했습니다. Great New York State Fair의 부지는 375에이커의 전시장과 

엔터테인먼트 부지이며 일년 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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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뉴욕 주민들께서는 Great New 

York State Fair에 대한 자신의 아이디어를 statefairideas@agriculture.ny.gov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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