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년 12월 6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뉴욕주 박람회장에서의 비축제 행사에 대한 예약 제안 요청 발표  

  

예약 대행사에서 새 엑스포센터를 전국 최고의 연중무휴 행사장으로 만들 예정 

  

박람회장 엑스포센터와 기타 빌딩을 홍보하여 중요한 새 행사들을 유치함으로써 지역 

전체의 경제 성장 달성  

  

보스턴과 클리블랜드 사이의 최대 엑스포센터는 2018년 뉴욕주 박람회에 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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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Central New York Rising)” 계획을 보완하는 주립 박람회(State Fair) 개선 사항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농업시장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Markets)에서 2018년 여름에 새로운 엑스포센터(Expo Center)를 개최 

장소로 정한 뉴욕주 박람회장(New York State Fairgrounds)에 대해 개인 회사들이 행사 

예약을 하기 바라는 제안 요청(Request for Proposals, RFP)을 공개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136,000제곱 피트 면적의 건물은 연중무휴 운영하여 지역의 경제 

성장과 보스턴과 클리블랜드 사이의 뉴욕시 북부에서 가장 큰 전시 공간을 제공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가 올해 초에 발표한 바에 의하면 엑스포센터의 공사는 이번 

달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람회장의 변신은 새로운 방문객들을 유치하고 

지역과 뉴욕주에서 제공할 수 있는 많은 오락 장소와 사업 기회를 보여주면서 이미 

센트럴 뉴욕에 경제적 혜택을 주었습니다. 해마다 최대치를 경신하는 참가자 수와 

새로운 엑스포센터의 완공으로 우리는 박람회장이 센트럴 뉴욕의 모든 사람에게 

연중무휴 운영되는 경제적 원동력으로 되고 그것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RFP는 개인 계약자들이 2019년 말까지 엑스포센터에 최소 20회의 행사를 예약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중 최소 3차례의 행사는 엑스포센터와 기타 박람회장 시설을 모두 

활용해야 합니다. 계약자는 센트럴 뉴욕에서 종래로 개최한 적이 없는 행사 예약에 대해 



 

 

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또한 반드시 예약한 75%의 이벤트를 2020년부터 

계약이 종료되는 2023년 말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이 기간에 엑스포센터와 기타 

건물에서 새로운 이벤트를 계속 예약할 수 있습니다. 박람회는 모든 행사에 주차, 보안 및 

기타 잡부들을 포함한 직원과 관리를 제공합니다.  

  

개인 예약 회사의 RFP 제출 마감은 2018년 1월 31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0,000제곱 피트 면적에 다양한 행사에 맞게 변경하고 4,000명을 용납할 수 있는 

좌석을 갖춘 엑스포센터는 자동차 쇼, 소비자와 무역 쇼 및 기존의 지역 공간 부족으로 

진행할 수 없었던 승마 행사를 포함하여 중요한 농업 쇼와 특수 행사 등을 유치할 

것입니다. 이 빌딩은 토요타 경기장(Toyota Coliseum)과 진행센터 빌딩(Center of 

Progress Building) 등 기존의 박람회 행사 장소들과 합쳐 실내 이용 가능한 지상 공간을 

450,000제곱 피트 이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2016년에 참가자 기록을 경신한 

529,000여 명의 비축제 행사 참가자 수는 2017년 늦여름에 이미 경신되었습니다. 

  

오논다가 카운티의 Joanie Mahoney 카운티 행정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롭게 

단장한 뉴욕주 박람회장은 센트럴 뉴욕 지역에서의 경제 성장에 엄청난 기회를 가져다줄 

것입니다. 연중 내내 열리는 주요 행사를 예약한 새로운 파트너의 추가로 쌓은 업적으로 

우리는 장래의 성공에 발판을 마련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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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주 박람회가 최고, 고품질의 특별 행사 유치를 도울 수 있는 단체와 협력하고 

농업 성장에 대한 박람회의 사명을 이어가게 되어 기쁩니다. Cuomo 주지사의 

선견지명으로 우리는 계획대로 앞으로 나가서 지난 박람회에서 이미 맞보았던 엄청난 

성공을 달성하고 박람회장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립 박람회(State Fair)의 Troy Waffner 디렉터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람회와 

박람회장에 대한 주지사의 초기 투자로부터 얻은 성장은 상당하며 우리는 이 새 시설이 

센트럴 뉴욕의 경제 성장을 도울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는 이 멋진 새 시설의 모든 

잠재성을 깨우는 데 일조할 파트너와 어깨 나란히 일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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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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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agriculture.ny.gov/RFP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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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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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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