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년 7월 14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이번 주말에 뉴욕주 박람회장(NEW YORK STATE 

FAIRGROUNDS)에서 재개최되는 시러큐스 내셔널즈 클래식 자동차 쇼(SYRACUSE 

NATIONALS CLASSIC CAR SHOW) 환영  

  

센트럴 뉴욕에서 개최되는 제 18회 연례 자동차 쇼(18th Annual Car Show)를 참관할 

것으로 예상되는 9만 명의 팬  

  

보다 많은 벤더, 클래식 자동차, 새로운 행사 등을 선보이게 될 확장된 쇼  

  

관광산업을 후원하고 “센트럴 뉴욕 성장(Central NY Rising)” 계획을 보완하는 행사 -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고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이 지역의 종합 전략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시러큐스의 뉴욕주 박람회장(New York State 

Fairgrounds)에서 다시 개최되는 제 18회 연례 시러큐스 내셔널즈 클래식 자동차 

쇼(Syracuse Nationals Classic Car Show)를 환영했습니다. 금요일 아침에 개막한 이 

쇼는 137년 역사의 박람회(Fairgrounds)를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한 주지사의 5,000만 

달러 규모 계획의 제 1단계를 통해 생긴 새로운 대형 이벤트 공간을 사용하게 되는 

최초의 행사입니다. 이 자동차 쇼는 7월 16일 일요일까지 진행되며 대량의 행사 티켓 

사전 판매로 행사 주최 측은 약 9만 명이 참관한 작년 방문 기록이 갱신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시러큐스 내셔널즈(Syracuse Nationals)는 1,300만 달러의 방문객 

수입을 올리는 미국 최대 규모의 클래식 자동차 쇼 중 하나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시러큐스 내셔널즈(Syracuse Nationals)는 

클래식 자동차 팬을 위한 최고의 행사입니다. 저는 주민과 방문객들이 즐길 수 있도록 

미국 전 지역에서 가장 멋진 자동차들을 센트럴 뉴욕에서 볼 수 있게 된 이 기회를 

자부심을 가지고 환영합니다. 그레이트 뉴욕주 박람회(Great New York State Fair)의 

역사적인 투자 덕분에 이 지역이 새롭게 부흥하는 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새로운 

행사가 추가되고 시러큐스 내셔널즈(Syracuse Nationals)와 같은 기존의 행사들이 

확장되면서 금년에 박람회를 방문하고 경험해야 하는 이유가 그 어느 때보다 

많아졌습니다.”  



  

2016년에 내셔널즈(Nationals)는 새로운 메인 게이트(Main Gate), 새로 확장된 

미드웨이(Midway) 지역 그리고 지하수, 하수구, 전기 서비스 등이 구비된, 313 대가 

주차 가능한 새로운 엠파이어 레저용 자동차 주차장(Empire RV Park)을 갖춘 변모된 

박람회장(Fairgrounds)을 처음으로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레저용 자동차 주차장(RV 

Park)내의 내셔널즈(Nationals) 공간은 신속하게 매진되었습니다. 따라서 

박람회장(grounds) 중심부에 위치한 공공 용지 일부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금년의 쇼 주최측은 공간을 최대한 확보해서 사용하면서 1981년부터 1985년 사이에 

생산된 자동차 카테고리를 처음으로 전시에 포함했습니다. 기록적으로 많은 430 개의 

벤더가 자동차 관련 제품과 생활 용품들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일부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브랜드 제품입니다. 이 제품들은 전시 가능한 대형 행사 공간에 참여하도록 

유도되었습니다. 또한 기록적으로 많은 30 개 기업이 쇼가 진행되는 동안 음식을 

판매할 예정입니다.  

  

올해 새로운 행사는 “어둠 후의 내셔널즈(Nationals After Dark)”라는 행사입니다. 이 

행사에는 금요일 밤 돼지 고기 로스트 행사와 토요일 밤 바베큐 행사 등이 포함되며 

양쪽 행사 모두 라이브 음악이 제공됩니다. 국제적으로 투어 행사를 하는 산악 자전거 

쇼인 Mike Steidley 스턴트 쇼(Mike Steidley Stunt Show)가 올해 행사에 추가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종일 입장권 가격의 경우, 성인은 20 달러, 6 세에서 12 세 

어린이는 8 달러, 5 세 이하 어린이는 무료입니다.  

  

자동차부(Department of Motor Vehicles)의 참여  

뉴욕주 자동차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Motor Vehicles, NYS DMV) 또한 고객 

서비스 거래를 제공하고 빈티지 번호판 및 역사적으로 중요한 번호판을 홍보하기 위해 

박람회(Fairgrounds)에 참여할 것입니다. 센터 어브 프로그레스(Center of Progress) 

빌딩에 위치한 자동차부(DMV) 전시장에서는 비전 테스트 제공, 지역 사무소 방문 예약, 

장기 기증 프로그램 등록, 차량 등록 갱신 또는 자동차 면허 갱신, 맞춤형 번호판 주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많은 서비스들은 자동차부(DMV) 서비스의 

효율성을 능률화하고 증대시키기 위해 2012년에 Cuomo 주지사가 이 부서 전반에 

걸쳐 지시한 자동차부 고객 서비스 프로그램(DMV Customer Service Initiative)의 

일환입니다. 

 

또한 2년 연속으로 자동차부(DMV)는 여러 해에 걸친 뉴욕의 빈티지 번호판을 

보여주는 새로운 포스터(공급이 지속되는 동안)도 고객들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이 

포스터는 뉴욕주 자동차 번호판의 변화 과정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며, 1901년에 

최초로 소유자에게 제공된 번호판, 1986년의 적색, 백색, 청색 “리버티(Liberty)” 번호판 

등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그 밖에, 시러큐스 내셔널즈(Syracuse Nationals)를 기념하는 

한정된 수의 전시 번호판이 자동차부(DMV) 전시장 방문객들에게 제공됩니다.  

 

빈티지 번호판들은 차량이 제조된 연도에 뉴욕주가 발행한 원본 번호판들입니다. 

https://it1.cwnls.com/?action=link&url=https://dmv.ny.gov/dmv/ny-vintage-plates&id=1100PRES3EAB95040D1570438525815D0061841D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1991년 이전에 제조되었고, 일상 교통 수단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수집품이나 

전시품으로 사용되는 자동차는 빈티지 번호판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번호판들은 올해보다 25년 이상 이전에 제조되었고, 일상 교통 수단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수집품이나 전시품으로 사용되는 자동차에 대해서 

자동차부가 발행하는 새로운 번호판입니다. 빈티지 번호판과 역사적으로 중요한 

번호판 등에 관한 보다 상세한 정보는 여기 및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논다가 카운티의 Joanie Mahoney 카운티 행정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러큐스 내셔널즈 자동차 쇼(Syracuse Nationals car show)는 이번 주말 우리 지역의 

호텔에 머무르고 지역 명소를 관광하며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될 수만명의 방문객을 

센트럴 뉴욕에 유치할 것입니다. 뉴욕주 박람회장(State Fairgrounds)은 이전보다 

규모가 커지고 더 좋아졌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이 오논다가 카운티의 가장 큰 

관광지를 현대화하기 위한 투자를 단행한 덕분입니다. 이 자동차 쇼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주정부의 5,000만 달러 규모의 활성화 계획을 통한 개선의 결과로 이미 

박람회 참관자들은 보다 풍부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 주지사님께서 

주력하신 결과, 앞으로 수년 동안 지역 경제가 지속적으로 촉진될 것은 명백합니다.”  

  

뉴욕주 농업부(State Agriculture)의 Richard A. Ball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지사님의 비전을 통해 활력을 되찾은 박람회장(Fairgrounds)은 모든 

종류의 주요 행사를 유치하게 된 보다 매력적인 행사가 되고 있습니다. 유명한 새로운 

행사들이 추가되고 내셔널즈(Nationals)와 같은 오래된 행사가 다시 개최되어 올해 

센트럴 뉴욕으로 이 지역 경제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보다 많은 방문객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부(DMV)의 Terri Egan 집행 부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박람회에 

참가하고 있는 시러큐스 내셔널즈 클래식 자동차 쇼(Syracuse Nationals Classic Car 

Show)에서 저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모든 분들이 

훌륭한 클래식 자동차 쇼를 경험하시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 북동부 최고의 장소 

중 한 곳을 방문하시는 동안 역사적으로 중요한 번호판 또는 빈티지 번호판 등을 구할 

완벽한 기회를 가지시게 될 것입니다.”  

  

뉴욕주 박람회(New York State Fair)의 Troy Waffner 디렉터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매년 시러큐스 내셔널즈(Syracuse Nationals)의 쇼를 주최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들은 3일 동안 클래식 자동차, 멋진 음식, 그리고 미국 전 

지역의 자동차 매니아들을 유치하는 벤더 등에 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보다 많은 1980년대 모델 자동차들과 여러 가지 새로운 이벤트로 

내셔널즈(Nationals)는 그 어느 때 보다 커지고 더 나아질 것이라고 약속드립니다.” 

  

라이트 코스트 주식회사(Right Coast, Inc.)의 Rob O'Connor 시러큐스 

내셔널즈(Syracuse Nationals) 소유주 겸 프로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최고의 클래식 자동차 쇼를 매년 이 박람회장(Fairgrounds)에서 다시 개최할 것을 

https://it1.cwnls.com/?action=link&url=https://dmv.ny.gov/node/1501&id=1100PRES3EAB95040D1570438525815D0061841D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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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올해의 쇼가 지금까지 쇼 중에서 최고의 쇼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박람회장의 개보수 공사 덕분에 보기 힘든 독특한 자동차들을 보다 많이 

선보일 수 있는 공간이 추가로 생겼습니다. 방문객들이 저희 행사를 더 편하게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번 주말에 제 18 회 연례 시러큐스 내셔널즈(Syracuse 

Nationals) 행사를 개최하면서 자동차 애호가들을 맞이하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센트럴 뉴욕 성장(Central NY Rising) 계획 가속화  

오늘의 발표는 강력한 경제 성장과 지역사회 발전을 이루어 내기 위한 이 지역의 종합 

계획인 “센트럴 뉴욕 성장(Central NY Rising)” 계획을 보완합니다. 뉴욕주에서는 이미 

2012년부터 글로벌 시장 기회의 활용, 기업가 정신의 강화 및 포괄적 경제 창출 등 이 

계획에 대한 준비 작업을 위해서 이 지역에 거의 30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오늘날 

실업률은 대공황 이전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에 이르렀으며, 개인과 기업의 소득세가 

낮아지고, 기업들은 성장하고 투자하기 위한 근거지로 시러큐스, 오스위고 및 오번 

같은 곳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지역은 Cuomo 주지사가 2015년 12월에 발표한 업스테이트 활성화 

계획(Upstate Revitalization Initiative)을 통해 뉴욕주가 제공하는 5억 달러의 

투자금으로 센트럴 뉴욕 성장(Central NY Rising) 계획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5억 달러 투자는 민간 사업체들이 25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도록 장려할 

것이며, 제출된 이 지역의 계획에서는 최대 5,900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제공됩니다.  

  

뉴욕주 농업시장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Markets)가 

운영하는 뉴욕주 박람회(New York State Fair)는 2017년 8월 23일부터 9월 4일까지 

진행됩니다. 이 박람회(Fair)의 사명은 “FIND YOUR GREAT”라는 주제로 최고 수준의 

오락을 제공하면서 뉴욕 농업의 가장 좋은 면을 선보이는 것입니다. 

  

그레이트 뉴욕주 박람회(Great New York State Fair) 개최지는 375 에이커의 전시 및 

오락 단지로서 연중 운영됩니다. 연중 행사 일정이 박람회 웹사이트에서 제공됩니다. 

페이스북에서 그레이트 뉴욕주 박람회 소식을 확인하고, 트위터에서 @NYSFair를 

팔로우하며, 스냅챗에서는 nysfair에서 소식을 확인하고, 박람회 사진은 

Flickr.com/photos/nysfair에서 즐기세요. 아울러, 뉴욕 주민들은 그레이트 뉴욕주 

박람회(Great New York State Fair)에 대한 자신의 아이디어를 

statefairideas@agriculture.ny.gov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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