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년 10월 16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뉴욕주 박람회 오렌지 주차장에 대한 올가을 1단계 공사 시작 발표  

  

그레이트 뉴욕주 박람회의 65에이커 부지 변환과 박람회 규모의 빠른 성장에 대한 보완을 

위한 2,700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고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이 지역의 종합 전략인 “센트럴 뉴욕 

성장(Central NY Rising)” 계획을 보완하는 투자  

  

새 오렌지 주차장 모식도와 진입로 업그레이드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그레이트 뉴욕주 박람회(Great New York State Fair) 

65에이커 면적의 오렌지 주차장(Orange Lot)을 변경하는 2,700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가 올가을에 시작하여 2018년 8월 22일에 시작하는 내년의 박람회 전에 

완공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현재의 오렌지 주차장은 포장이 되어 있지 않고 

주차선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천 시 최대 30%의 주차 공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번 

변환 프로젝트는 교통정리의 모범과 21세기 박람회 참가자들의 수요에 맞는 최신 주차 

능력을 보여줄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세기 동안 박람회 부지는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뉴욕은 몇 년간의 짧은 시간 내에 이 역사적인 유적지를 

업그레이드하여 세계적 수준의 다양한 활동을 펼칠 수 있는 장소로 완전히 

탈바꿈시켰습니다. 오렌지 주차장에 대한 변환은 박람회의 현대화 완성에 매우 중요하며 

박람회와 나아가서는 센트럴 뉴욕 전체에 갈수록 많은 방문객이 계속 몰리면서 가장 

필요한 추가 공간을 제공할 것입니다.”  

  

오렌지 주차장은 뉴욕주 박람회와 오논다가 카운티(Onondaga County)의 레이크뷰 

원형극장(Lakeview Amphitheater)의 주요 주차 시설로 사용합니다. 대중 콘서트와 

박람회 거행일 기간에는 주차장으로 통하는 7번 출구의 차량 정체로 I-690 고속도로의 

정체를 유발합니다. 새로운 주차장은 이런 정체를 얼마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NYS_Fairgrounds_Orange_Lot_Renderings.pdf#_blank


 

 

  

박람회의 오렌지 주차장을 업그레이드하고 개선하는 변환 프로젝트의 공사내용:  

• 주차 공간을 늘리고 차량 흐름을 개선하는 포장 공사  

• 침수 방지 기능을 갖춘 새로운 배수 시스템  

• 새로운 교통 신호를 설치한 690번 고속도로 7번 출구의 재설계  

• I-690 서부 방향으로 통하는 오렌지 주차장의 서쪽 끝에 새로 만드는 출구  

  

이런 변화는 새로운 진입로에 대한 건설과 함께 오렌지 주차장의 주차 공간을 늘리고 

차량 흐름과 출입 순환을 개선하며 I-690의 정체를 감소합니다.  

  

1단계 공사를 완성하면 3마일 이상의 내부 포장도로, 2마일의 인도와 보행자 도로, 

주차장 조명을 개선하는 114개의 새 LED 전등 및 우수 관리 시스템이 생깁니다. 이 

프로젝트를 완성한 후 주 정부는 오논다가 카운티와의 주차장 공유와 레이크뷰 

원형극장과 및 뉴욕주 박람회와의 건물사용 협력에 대한 장기 계약에 들어갑니다.  

  

박람회 측은 최근 몇 년간 박람회 규모의 빠른 성장을 해결하고 주차와 차량 정체 완화를 

돕기 위한 추가 주차 공간과 환승장 건설 작업에도 들어섰습니다. 올해의 박람회 

기간에는 주 전역으로부터 시러큐스에 버스들을 빌렸습니다. 법 집행기관이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유지하는 작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7년에는 주말에 몰려드는 수많은 

참가자의 교통과 주차 상황을 관찰하는 드론 기술까지 동원하였습니다. 이런 노력을 

통하여 박람회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이 참가한 노동절(Labor Day)에는 주차장을 받을 

필요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뉴욕주 농업부(Agriculture)의 Richard A. Ball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인솔하에 주 박람회장은 상업과 관광업의 중요한 센터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선으로 더 큰 연중 성장을 촉진하고 센트럴 뉴욕의 경제 성장을 도울 

것입니다.” 

  

오논다가 카운티의 Joanie Mahoney 카운티 행정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리더십과 투자는 오논다가호의 서쪽 호숫가를 탈바꿈시키고 있습니다. 오렌지 

주차장의 개선된 교통 상황은 수백만 달러를 투자한 박람회장, 브리지 거리 (Bridge 

Street), 솔베이 빌라지(Village of Solvay) 및 오논다가 전역에서 얻는 혜택과 같이 모든 

콘서트와 박람회 참가자들에 혜택을 제공합니다.” 

  

주립 박람회의 Troy Waffner 디렉터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람회는 2년 사이에 

25% 가까이 성장했으며 아직 박람회에 참가하지 않은 기업들은 새로운 전시장 건설의 

대 성장의 가장자리까지 왔습니다. 주지사의 투자는 우리가 이용하여 지역 전체에 

이익을 가져다주는 성장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뉴욕주 교통부(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의 Cathy Calhoun 커미셔너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박람회에 대한 비전은 기록적인 

참가자들을 불러오며 센트럴 뉴욕 사람들의 자부심을 

갱신하였습니다.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는 13일간의 박람회 기간뿐만 

아니라 박람회 참가자들이 이용하는 새로운 오렌지 주차장에 대한 디자인과 건설에서 

발휘한 우리의 역할이 자랑스럽습니다. 현대식의 21세기 주차장이 건설됨에 따라 

2018년 박람회가 어느덧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2단계 공사는 오렌지 주차장으로 통하는 인접 주간도로의 추가 접근성을 

개선하여 매년 박람회 기간에 I-690 고속도로에 설치하던 임시 교통 표시를 제거하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오렌지 주차장에서 690번 고속도로의 동쪽 경사로에 직접 

진입하는 새로운 교량인 695번 남부 교차로에 진출하는 교통 시스템과 오렌지 주차장 

서쪽에서 주 박람회로 통하는 육교에 대한 추가 설계를 포함합니다. 2단계 기금은 

조만간 마련됩니다.  

  

그레이트 뉴욕주 박람회(Great New York State Fair)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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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 박람회(New York State Fair)는 2018년 8월 22일부터 9월 3일까지 진행됩니다. 

그 테마에 잘 나타나 있듯, 이 박람회의 사명은 “최고의 발견(FIND YOUR 

GREAT)”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뉴욕주 최고의 농산물을 소개하고 최고 수준의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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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YSFair 를 

팔로우하며, 스냅챗에서는 nysfair에서 소식을 확인하고, 박람회 사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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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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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tefairideas@agriculture.ny.gov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센트럴 뉴욕 성장(Central NY Rising) 계획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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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사진인 “센트럴 뉴욕 성장(Central NY Rising)” 계획을 보완합니다. 뉴욕주는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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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에 대한 준비 작업을 위해 이 지역에 약 4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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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flickr.com/photos/nysfair#_blank
mailto:statefairideas@agriculture.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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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는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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