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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뉴욕주 박람회장의 전례 없는 재생 프로젝트 2단계를 위한 7,000만 

달러 투자 발표 

 

5,000만 달러는 새로운 다용도 엑스포 센터를 건설하고, 박람회장에서 Lakeview 

Amphitheater로 방문객들을 운송하는 공중 곤돌라 건립을 위해 투자됨 

 

2,000만 달러의 업스테이트 활성화 계획 투자금은 I-690 West로의 새로운 진입도로를 

만들고 오렌지 주차장을 개선하기 위해 투자됨 

 

주지사는 박람회를 13일로 확대하라는 주 박람회 전담팀의 권고사항을 승인함  

 
 

Midway 파트너인 Wade Shows Inc.가 새로운 Aerial Sky Ride를 소개하고, 4개의 

새로운 주요 행사들이 2017년 박람회 미진행 기간에 추가됨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박람회장에 대한 역사적인 재설계 및 변혁 

프로젝트의 2단계 진행을 발표하고, 2017년에는 박람회를 13일로 확대하라는 주 

박람회 전담팀의 권고사항을 승인했습니다. 박람회장을 연중 내내 운영되는 목적지로 

개발하기 위한 자본 투자 프로그램의 2단계에는 80,000평방피트의 다용도 엑스포 센터, 

그리고 방문객들을 박람회장과 오논다가 카운티 Lakeview Amphitheater로 

연결시켜주기 위한 공중 곤돌라를 개발하기 위한 5,000만 달러가 포함됩니다. 추가로, 

업스테이트 활성화 계획으로부터 제공되는 2,000만 달러의 투자금을 통해서 I-690 

West로의 새로운 진입차선이 건설되고, 오렌지 주차장에 대한 그 밖의 개선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며, 한편으로 그 밖의 박람회 개선사항에는 새로운 Aerial Sky Ride 설치와 

연중 내내 방문객을 유치하기 위한 새롭고 다양한 이벤트의 제공이 포함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의 역사적이고 사랑받는 전통 중 하나를 

재설계함으로써, 우리의 재생 프로젝트의 1단계는 이미 뉴욕주 박람회 경험을 

변모시켰고, 센트럴 뉴욕에서 상을 받은 관광 목적지를 강화하며, 2016년에는 기록을 

깨는 방문객 수를 달성했습니다. 저는 주 박람회의 모멘텀이 프로젝트 2단계 및 이를 

성취하기 위한 7,000만 달러의 추가 투자와 함께 지속되기를 고대합니다. 전담팀 

구성원들에게 이 다음 단계를 위한 신속한 업무 처리와 똑똑한 권고사항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뉴욕주 박람회는 다가올 세대들을 위해서 연중 내내 우리 주와 



 

 

국가 전역에서 오는 방문객들에게 흥미로운 쇼, 공예가, 콘서트 및 로컬 푸드와 음료를 

소개할 것입니다.” 

 

2016년 11월에 Cuomo 주지사는 주 농업시장부 커미셔너 Richard Ball과 오논다가 

카운티 행정책임자 Joanie Mahoney를 공동위원장으로 해서 21명의 지역 공무원과 

업계 리더들로 구성된 주 박람회 “2단계” 전담팀을 임명했습니다. 전담팀은 2016년 주 

박람회에서 소개되었던 1단계 개선사항을 강화하게 될 새롭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할 임무를 부여받았으며, 그들은 2016년 말에 주지사에게 권고사항을 

제공했습니다. 

 

주 박람회 전담팀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한 후, 주지사는 2016년에 진전된 작업을 

보완하고 강화하게 될 2개의 변혁적 자본 프로젝트를 위한 5,000만 달러를 행정부 

예산에서 제안했습니다. 

 

2단계 투자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센트럴 뉴욕에서 연중 내내 우수한 방문 목적지로서 박람회장의 역할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중 내내 지역, 지방 및 주 전역의 행사를 위해서 이용 가능하게 될 

80,000평방피트 규모의 다용도 하이브리드 빌딩 및 엑스포 센터를 건설하기 위한 

3,500만 달러의 투자. 엑스포 센터의 렌더링과 추가 정보는 여기에서 제공됩니다. 

 박람회장에서 오논다가 카운티의 Lakeview Amphitheater와 Loop the Lake 

Trail까지 방문객들과 콘서트 관람객들을 운송하기 위한 공중 곤돌라를 건설해서, 

하늘에서 완전히 새로운 박람회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1,500만 달러의 투자. 공중 

곤돌라의 렌더링과 추가 정보는 여기에서 제공됩니다. 

 연례적인 주 박람회와 연중 내내 진행되는 그 밖의 행사들이 진행되는 동안 

주차와 교통을 용이하게 하고, 정체를 줄일 수 있도록, I-690 West에 대한 새로운 

진입도로를 건설하고, 오렌지 주차장에 그 밖의 개선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업스테이트 활성화 계획을 통해 제공되는 2,000만 달러 투자. 주차장 및 교통 

개선사항의 렌더링과 추가 정보는 여기에서 제공됩니다. 

 

이러한 권고사항에 추가해서, 역사적으로 12일 동안 진행되던 연례 박람회가 13일 

동안으로 연장될 것이며, 이를 통해 방문객들은 더 많은 시간 동안 뉴욕의 세계적 수준의 

식품과 음료, 농산품, 예술, 쇼, 콘서트 등을 즐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017년에 박람회에서는 Midway에 새롭고 우수한 어트랙션인 Aerial Sky Ride도 

추가할 것이며, 이는 8월 23일 박람회 개장일에 처음 소개될 것입니다. Sky Ride는 

Wade Shows Inc.에 의해 건설, 운영 및 유지관리될 것이며, 최소한 100개의 2인승 

좌석을 구비하고, 박람회장 공중에서 확장된 Midway를 운행하는 동안 시러큐스와 주변 

지역에 대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전망을 제공할 것입니다. Aerial Sky Ride의 렌더링과 

추가 정보는 여기에서 제공됩니다. 

 

추가로, 박람회를 향상시키고 확장하기 위한 주 정부의 투자에 따른 직접적 결과로서, 

연중 내내 더 많은 오락을 제공하기 위해서 새로운 이벤트들이 이미 박람회장에서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launches-state-fair-task-force-recommend-improvements-state-fair-renovation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StateFairExpoBuildingFactSheet.pdf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StateFairAerialGondolaFactSheet.pdf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StateFairOrangeLotParkingImprovementsFactSheet.pdf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StateFairSkyRideFactSheet.pdf


 

 

진행되기로 약속되었습니다. PPG Syracuse Nationals의 프로모터인 Right Coast Inc.는 

Syracuse SnoCross, Kawasaki Syracuse StadiumCross 및 Syracuse Man Show가 

포함된 3개의 완전히 새로운 이벤트를 2017년에 뉴욕주 박람회장에 도입할 것입니다.  

 

다음 이벤트들이 2017년에 박람회장에서 진행될 것입니다. 

 

Syracuse SnoCross: 3월 4일 및 5일 

 

노스이스트 전역에서 온 프로 및 아마추어 스노모빌 레이서들이 레이싱 시리즈 시즌 중 

가장 긴 트랙에서 2017년 3월 4일과 5일의 주말에 현금 상금을 두고 경주를 할 

것입니다. Syracuse SnoCross는 East Coast SnoCross Racing Series의 종착점이 될 

것이며, 시러큐스에서 개최될 최초의 스노크로스 경주가 될 것입니다. 고도로 개조된 

스노모빌에 탑승한 레이서들이 맞춤 설치된 트랙에서 레이스를 펼칠 것이며, 방향 

전환과 높은 점프는 일부 레이서들을 80피트 넘게 보낼 것입니다.  

 

이 시리즈는 매 종착점마다 뉴잉글랜드와 캐나다 전역에 걸쳐 100명이 훨씬 넘는 

레이서들과 수천 명의 관중을 끌어모읍니다. Polaris, Ski-Doo 및 Artic Cat이 프로팀을 

두어, 레이스를 펼치게 하고, 최신의 스노모빌 엔지니어링 및 기술을 소개할 것입니다. 

아마추어 레이서들 또한 참가신청을 해서 프로용 트랙에서 경주하고, 그들의 경주 

기술을 테스트할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는 

www.SyracuseSnoCross.com을 방문하세요. 

 

Kawasaki Syracuse StadiumCross: 3월 25일 및 26일 

 

고공으로 점프하고, 흥분으로 가득찬 인도어 모터크로스 레이싱 또한 시러큐스에서 

처음으로 소개될 것입니다. OPE Kawasaki Syracuse StadiumCross는 2017년 3월 

25일과 26일의 주말에 개최될 것입니다. 노스이스트 및 캐나다 전역에서 온 레이서들과 

팬들이 뉴욕주 박람회장의 Coliseum에 모일 것입니다. 

 

Coliseum 바닥에 맞춤 설치된 더트 트랙(dirt track)은 둔덕, 테이블 탑 및 고공 점프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550입방야드가 넘는 더트가 소요될 것입니다. 경주는 3,500석의 

원형 경기장에서 진행될 것이며, 인근의 이벤트 센터 건물에는 레이서들이 모터사이클에 

대한 작업을 할 수 있는 피트 스페이스(pit space)가 마련될 것입니다. 거의 500명의 

레이서들과 수천 명의 레이스 팬들이 주말 내내 진행되는 행사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는 www.SyracuseStadiumCross.com을 방문하세요. 

 

Syracuse Man Show: 4월 7일 및 8일 

 

완전히 새로운 이 이벤트는 2017년 4월 7일과 8일의 주말에 박람회장의 Horticulture 

Building에서 개최됩니다. 벤더들이 사냥, 골프, 낚시, 홈 엔터테인먼트, 자동차, 트럭, 

모터사이클, 스노모빌, ATV, 스키, 동영상 게임, 수제 맥주, 전동 공구 등에 대한 제품을 

전시하고 판매할 것입니다. 

 

이 행사에서는 지역 자선단체를 위해서 beanbag toss tournament, 라이브 뮤직, adult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StateFair_NewEventsFactSheet.pdf
http://www.syracusesnocross.com/
http://www.syracusestadiumcross.com/


 

 

pinewood derby race도 진행되고, 팔씨름 대회도 진행될 것입니다. 금요일 밤과 토요일 

밤 행사 동안에 도어 프라이즈 및 콘테스트도 진행될 것입니다.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는 

www.SyracuseManShow.com을 방문하세요.  

 

중국 연등 페스티벌: 4월 14일 - 6월 25일 

 

Advance Media New York이 4월 14일 금요일부터 6월 25일 일요일까지 박람회장에서 

뉴욕주 중국 연등 페스티벌(Chinese Lantern Festival)을 소개할 것입니다. 이 행사는 

등과 색과 중국 문화의 페스티벌이 될 것이며, 최대 80,000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문객들은 동물, 꽃 및 중국 문양 모양으로 만들어진 수천 개의 특유한 

연등이 밝혀진 길을 따라 걷게 됩니다.  

 

박람회장의 새로 확장된 New York Experience 섹션에 위치하게 될 행사 경로를 따라서, 

행사 참가자들은 중국 무용수, 곡예사, 변검 공연자, 음악가 및 가수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야자수 베틀짜기, 먹을 수 있는 설탕으로 만든 용, 방문객들의 이름을 중국어로 

그리기 등과 같은 전통적 중국 기예가 시연될 것이며, 식품과 음료도 제공될 것입니다. 이 

페스티벌은 아시아, 유럽, 호주 및 미국에서 연등 쇼를 진행하는 중국 쯔궁의 Tianyu Arts 

& Culture가 주관합니다. 

 

오논다가 카운티 행정책임자 Joanne Mahoney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박람회에 

추가로 7,00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주지사의 약속은 센트럴 뉴욕에서 우수한 가족 

친화적 방문지로서의 전통과 성공이 향후 세대들에 대해서도 지속되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이러한 개선조치를 통해서, 오논다가 카운티는 센트럴 뉴욕에서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방문객들을 맞이하기를 고대합니다.” 

 

주 농업부 커미셔너 겸 주 박람회 전담팀 공동위원장 Richard A. Ball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박람회장의 지속적 재생을 위한 주지사의 비전은 혁신적이고 

놀랍습니다. 전담팀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는 방문객들의 경험을 현저히 향상시키고, 

농업적 사용을 포함해서, 연중 내내 박람회장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유치하게 될 다수의 

프로젝트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관광업을 증진시키고, 센트럴 뉴욕 경제를 

부양할 것입니다.” 

 

일반서비스국 (Office of General Services, OGS) 커미셔너 RoAnn Destit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프로젝트 1단계가 성공한 후, 일반서비스국은 전 세계 방문객들을 위해서 

새롭고 흥미로운 박람회 경험을 만들기 위한 Cuomo 주지사의 비전을 향해서 노력함에 

있어서, 주 박람회와 다시 한 번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 박람회 디렉터 대행 Troy Waffn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리더십하에서, 그레이트 뉴욕주 박람회는 엔터테인먼트의 명소이자 경제 개발 

엔진으로서 새로운 정점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이번의 새로운 개선조치는 박람회와 

박람회장을 국내에서 거의 견줄 상대가 없는 수준으로 끌어 올릴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해 진정으로 흥분하고 있으며, 이 새로운 자원들을 최대한 장점이 되도록 

사용하기 위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http://www.syracusemanshow.com/


 

 

SnoCross, StadiumCross 및 Man Show 행사의 프로모터인 Right Coast, Inc.의 Rob 

O’Conn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박람회장 변혁은 센트럴 뉴욕으로 

흥미로운 행사들을 가져올 수 있는 보다 많은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즐길거리를 주고, 우리의 사업은 물론이고 지역 경제도 성장시키도록 돕는 

이 행사들을 연례적으로 진행하기를 갈망합니다.” 

 

Syracuse Media Group 마케팅 부사장 Annette Peter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 

연등 페스티벌은 유럽과 호주 전역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에 뉴욕주에서 소개되는 

것은 미국에서 7번째로 진행되는 행사입니다. 이것이 New York Experience Festival 

Park에서 진행되는 최초의 행사라는 사실은 이 다양한 색깔의 문화 행사에 대해 더욱 더 

많은 흥분을 일으킵니다.” 

 

2016년 그레이트 뉴욕주 박람회는 기록적인 1,117,630명의 방문객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발성했으며, 국내에서 4번째로 규모가 큰 주 박람회가 되었습니다. 박람회장에 

대한 주 정부의 최근 투자가 박람회의 175년 역사 동안 가장 많은 방문객을 

유치했습니다. 확장된 15에이커의 Wade Shows Midway는 매출과 제공된 탈거리 

수에서 기록을 세웠으며, 한편으로 방문객들은 박람회의 뮤지컬 공연자들과 연예인들로 

이루어진 라인업을 보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박람회장의 새로운 Empire RV Park 

이용권 또한 완판되었습니다. 

 

주 박람회장에서는 매년 민간이 운영하는 100개 이상의 일반 대중 행사가 개최되며, 

여기에는 30개 이상의 말 관련 쇼, New York Farm Show 등과 같은 주요 상거래 및 산업 

박람회, 음악 및 음식 페스티벌, 그리고 많은 소비자 제품 박람회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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