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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 주지사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2월월월월 26일에일에일에일에 시작하는시작하는시작하는시작하는 STATE FAIRGROUNDS에에에에 제제제제30회회회회 뉴욕뉴욕뉴욕뉴욕 FARM 

SHOW의의의의 재입성을재입성을재입성을재입성을 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  

북동부북동부북동부북동부 지역에서지역에서지역에서지역에서 열리는열리는열리는열리는 가장가장가장가장 큰큰큰큰 규모의규모의규모의규모의 행사행사행사행사 중의중의중의중의 하나가하나가하나가하나가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제제제제1의의의의 농촌농촌농촌농촌 체험체험체험체험 
관광지로관광지로관광지로관광지로 돌아오다돌아오다돌아오다돌아오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북동부에서 개최되는 가장 큰 농장 행사의 하나인 

제30회 뉴욕 Farm Show가 2월 26일 목요일부터 2월 28일 토요일까지 개최되는 

Syracuse의 State Fairgrounds에 참가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해, 

25,000여명의 뉴욕주민들이 Farm Show에 참석하였습니다. 이 행사는 6개 건물 동의 

220,000 평방피트에서 열렸고 참가업체가 400여 곳에 이르렀습니다.  

“뉴욕 Farm Show는 동급 규모의 행사 중에서 최고의 행사 중의 하나로 요즘에 가장 

혁신적인 농업 발전 상황을 알 수 있게 해주고 이 지역에 큰 경제적 활성화를 

가져다줍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올해 행사는 지금껏 열린 행사 중 

최고의 행사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북동부 지역에서 오는 관람객들은 우리 뉴욕주의 

농업종사자들과 소상공인들이 판매하는 모든 것을 만나게 될 것이며, 이 행사자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뉴욕 Farm Show는 매일 오전 8:30부터 오후 4시까지 열립니다. 행사 입장권은 성인 5 

달러이고 18세 이하는 무료입니다. 이 밖에도, 티켓은 NED(Northeast Equipment 

Dealership) 어디에서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State Fairgrounds 기간 동안 주차는 

무료이고 셔틀 버스가 제공됩니다. 이 행사는 Exhibit Center, Center of Progress 

Building, Horticulture Building, Science & Industry Building, International Building, Art & 

Home Center에서 열립니다. 이 행사는 Northeast Equipment Dealers Association과 

American Agriculturalist가 공동 주최합니다.  

Farm Show는 특별히 북동부 지역 농장주들을 대상으로 농장비 분야에서 최신 

혁신제품과 서비스 및 제품들이 선보일 예정입니다. Art and Home Center에서는 Farm 

Credit East가 주관하는 Robotic Milking Seminar가 제공될 것입니다. 다수의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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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들이 산림 관리 워크숍과 농업 안전 프로그램을 비롯한 워크숍과 프리젠테이션을 

제공할 것입니다.  

2월 27일 오후 5시, 연례 Robert Watson Memorial Toy Auction이 Art and Home 

Center의 Empire Room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많은 농장 장난감들이 최고 입찰가 

제시자에게 판매되고, 모든 수익금은 뉴욕 FFA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뉴욕주 농업부 장관 Richard A. Ball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Farm Show는 State 

Fairgrounds가 단순히 Great New York State Fair를 개최하는 차원을 넘어서 무제한의 

가능성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 행사는 동료 농장주들과 만남을 가질 수 

있는 훌륭한 장소이자 농장비 부문의 최신 혁신제품을 보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봄맞이 

농사철을 준비할 수 있는 좋은 발판입니다.”  

제30회 뉴욕 Farm Show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newyorkfarmshow.com에서 볼 수 

있습니다  

뉴욕주 농업시장부가 운영하는 New York State Fair는 2015년 8월 27에서 9월 7일까지 

진행됩니다. 이 축제는 테마에도 반영되어 있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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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 대박람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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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로우하며, Flickr.com/photos/nysfair에서 

박람회와 관련된 사진을 보십시오. 또한 뉴욕주민들께서는 Great New York State Fair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statefairideas@agriculture.ny.gov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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