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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대뉴욕 주 박람회 역사상 가장 큰 미드웨이 발표  

 

15에이커 미드웨이가 5천만 달러 주 박람회 활성화에 기어 

Andrew M. Cuomo 주지사가 오늘 2016년 대뉴욕 주 박람회(Great New York State 

Fair)에서 웨이드 쇼 미드웨이가 5천만 달러 프로젝트의 박람회장 복구 건설 때문에 

박람회 역사상 규모가 가장 큰 박람회로 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15에이커 면적의 

미드웨이는 복구 후 최소 70개의 놀이기구를 설치하고 그중 많은 기구가 박람회에 처음 

등장하며 넓고 안전한 통로뿐만 아니라 더 많은 지붕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할 것입니다. 

 

“대뉴욕 주 박람회는 뉴욕 주의 전통일 뿐만 아니라 뉴욕 중부의 주요 경제 원동력이며 

올해는 가장 멋진 박람회가 될 것입니다.” 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주의 이 

전례 없는 규모의 투자로 박람회는 미드웨이의 개선과 함께 더 많은 놀이기구와 오락 

시설을 설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타 대형 이벤트를 유치하여 일 년 내내 이 지역의 

경제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미드웨이에 설치하는 새 놀이기구들에는 전국에서 가장 큰 롤러코스터, 새 대회전 

관람차 그리고 LED 전등을 단 많은 스릴 넘치는 놀이기구가 포함됩니다. 미드웨이 

활성화 작업의 목적으로 대부분 전기선을 땅속에 설치하여 사람들이 유모차를 밀거나 

휠체어 사용 또는 작업자에게 최소한의 방해가 되게 합니다. 미드웨이 도로는 중장비에 

견디는 아스팔트로 특별히 포장하여 175톤에 달하는 12 트랙터로 운반해야 하는 

롤러코스터와 같은 무거운 대형 놀이기구를 세울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달 초 시러큐스(Syracuse) 전국 클래식카 쇼에서 맨처음 새로 단장한 미드웨이를 

사용하여 대략 8천여 대의 차량을 전시하였습니다. 국가 단체에서는 이미 더 큰 면적의 

장소를 사용할 방법을 고려하여 그들의 쇼에 더 많은 전시자와 방문자들을 유치하려 

합니다. 

 

미드웨이는 대뉴욕 주 박람회의 운영 예산에 기여가 가장 큽니다. 2015년에 미드웨이는 

박람회에 1,544,506달러의 기록적인 수익을 가져다주었습니다. 공식적인 추정으로는 더 

많은 놀이기구로 크게 변한 미드웨이의 수익은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오논다가 카운티 Joanie Mahoney 행정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뉴욕 주 박람회에 대한 투자에 감사드립니다. 확장한 미드웨이는 새로운 놀이기구와 

모든 사람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뉴욕 주 박람회는 엄청난 이벤트이며 



박람회장에 대한 개선은 우리 지역의 경제효과를 향상하게 될 것입니다.” 

 

뉴욕 주 박람회장 대리 Troy Waffn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드웨이에 대한 변화는 

드라마틱하였으며 이 새로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박람회는 웨이드 쇼와 함께 

열심히 작업하였습니다. 저는 모든 종류의 놀이기구 팬들이 올해의 박람회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짜릿한 시간을 보낼 거라 믿습니다.” 

 

웨이드 쇼 CEO Frank Zaitshik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가오는 대뉴욕 주 

박람회에 가장 친절한 미드웨이가 함께 할 수 있어 기쁩니다. 박람회장에 대한 주의 

투자와 우리의 세계적인 놀이기구에 여러 재밌는 새 놀이기구를 추가하면 미드웨이는 그 

어느 때보다 놀이동산처럼 보일 겁니다.” 

 

박람회의 공식 온라인 매표소 혹은 웨이드 쇼 웹사이트에 가시면 웨이드 쇼 미드웨이 

할인 탑승 패키지와 할인 입장권을 사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중부 뉴욕의 부상 사업 (Central NY Rising) 

 

오늘의 발표는 강력한 경제 성장과 지역사회 발전을 만들어 내는 지역의 종합 청사진 

“Central NY Rising”보완합니다. 주에서는 2012년부터 이미 글로벌 마켓 기회의 자본화, 

기업가 정신 및 포괄적인 경제에 대한 강화 계획의 기반을 다지기 위하여 30억 달러에 

가까운 투자를 하였습니다. 오늘날 실업률은 대공황 이전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에 

이르렀으며 개인과 기업의 소득세가 낮아지고 기업들은 시러큐스(Syracuse), 

오스위고(Oswego) 및 오번(Auburn) 등 지역을 선택하여 성장과 투자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제 이 지역은 쿠오모 주지사가 2015년 12월에 발표한 북부지역 재생 계획(Upstate 

Revitalization Initiative)을 통해서 주에서 제공하는 5억 달러의 투자금으로 Central NY 

Rising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주에서 제공된 5억 달러의 투자금은 민간 

사업체들이 25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도록 장려할 것이며, 발표된 바에 의할 때, 이 

지역은 최대 5,900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하십시오. 

 

뉴욕 주 박람회 

 

뉴욕주 농업시장부가 주관하는 New York State Fair 박람회가 2015년 8월 25일부터 

9월 5일까지 열립니다. 테마인 “멋진 나 자신을 찾아라(Find Your Great)”를 반영한 

박람회 목적은 최고급 오락시설을 제공하면서 뉴욕 농업의 특장점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375에이커의 뉴욕 주 박람회장은 현재 1890년에 처음 개장한 이래 가장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가 발표한 5,000만 달러 투자 계획은 여러 

방면으로 박람회장을 재생시키고 있으며, 박람회 방문객들이 고품질의 경험을 하게 

하고, 이 지역에 더욱 큰 경제적 혜택을 제공합니다. 개선 사항에는 그 아치가 1900년에 

http://www.etix.com/ticket/v/8927
http://www.wadeshows.com/tickets.asp
http://regionalcouncils.ny.gov/content/central-new-york


박람회 방문객들을 마중했던 캐리지 게이트를 연상시키는 극적이고 새로운 메인 게이트, 

이전보다 더 많은 놀이 기구를 수용하고, 더욱 큰 15에이커의 웨이드 쇼 미드웨이, 

그리고 지하수, 하수도 및 전기 서비스가 갖춰지고 315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Empire RV Park 신형 주차장이 포함됩니다. 이 계획은 국가 전역으로부터 더욱 많은 

행사와 방문객을 유치할 수 있고, 연중 내내 운영되는 우수한 복합 용도 시설로서 뉴욕 주 

박람회장의 지위를 높여줄 것입니다. 렌더링은 여기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연례 뉴욕 주 박람회 이외에 박람회장에서는 북동부의 가장 유명한 말과 가축 쇼를 

포함하여 일 년 내내 다양한 농업 행사를 개최합니다. 올해 연중 이벤트 일정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ebsite. 대뉴욕 주 박람회의 페이스북: 

Facebook,트위터: @NYSFair 박람회 갤러리: Flickr.com/photos/nysfair. 뉴욕 시민은 

누구나 대 뉴욕 주 박람회에 대한 생각을 웹사이트를 통해 보내실 수 

있습니다.statefairideas@agriculture.ny.gov. 뉴욕 주 농업과 마켓 부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websi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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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https://www.flickr.com/photos/nysfair/sets/72157668784209846/
http://www.nysfair.org/year-round-events/
http://nysfair.ny.gov/
http://www.facebook.com/nysfair
http://twitter.com/nysfair
http://www.flickr.com/photos/nysfair/
mailto:statefairideas@agriculture.ny.gov?subject=State%20Fair%20idea
http://www.agriculture.ny.gov/
http://www.governor.ny.gov/
mailto:press.office@exec.ny.go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