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1년 6월 14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2021년 뉴욕주 박람회가 100% 수용 인원으로 재개한다고 발표  

  

주 박람회에서 가장 인기있는 건물 재개장 및 건강 지침 준수  

  

뉴욕주 박람회는 18일간 뉴욕 최고의 음식과 음료, 놀이기구 및 게임, 전국적 공연과 

라이브 엔터테인먼트, 농업 교육 및 인식 제고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8월 20일부터 9월 6일까지 시러큐스의 뉴욕주 

박람회장(New York State Fairgrounds)에서 여름의 끝에 열리는 2021년 뉴욕주 

박람회(2021 New York State Fair)가 100%로 수용 인원으로 늘리고 추가 공급 업체와 

함께 많은 인기있는 건물을 다시 열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뉴욕 주민들이 

코로나19에 대해 이룬 성과로 인한 것입니다. 주정부의 발전하는 보건 지침에 따라 실내 

공간에는 참석자들이 각 건물 내에서 사회적으로 거리를 두기 위해 수용 인원 제한이 

적용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박람회는 뉴욕을 상징하는 여름 말의 축제이며 

안전 지침을 따르고 더 많은 사람에게 예방 접종을 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 덕분에 

2021년 뉴욕주 박람회는 훨씬 더 크고 더 낫게 진행될 것입니다." "이것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놀라운 진전에 대한 증거이며, 전국과 전 세계에서 수천 

명의 방문객이 박람회의 독특한 명소를 즐기고 뉴욕이 제공하는 최고의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한 뉴욕 주민에게 축하를 보내며, 이번 여름 센트럴 뉴욕으로 

여행하고 뉴욕 공급업체를 지원하도록 격려합니다. 우리는 경제를 계속 재개하고 주 

전역에서 사랑받는 큰 행사를 다시 가져 오고 있습니다."  

  

주지사가 4월 26일에 주 박람회가 50% 수용 인원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발표발표한 지 

49일 만에 더 많은 뉴욕 주민이 예방 접종을 받고 새로운 코로나19 사례가 훨씬 줄어 

들면서 공중 보건 상태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러한 진전을 통해 주 박람회장은 많은 

실내 건물을 다시 열고 더 많은 공급업체가 돌아올 수 있도록 준비되었으며, 주의 보건 

지침을 준수하면서 참석자 수를 늘릴 수있었습니다.  

  

오늘 발표된 확장된 주 박람회 모델에 따라 더 많은 뉴욕 주민이 주 최고의 라이브 음악 

및 엔터테인먼트, 미드웨이 놀이기구, 농업 교육 및 인식, 음식과 음료를 즐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피즈 프리테(Pizze Fritte), 25센트 뉴욕 우유, 소시지 샌드위치, 와인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2021-reimagined-new-york-state-fair


 

 

슬러시 등을 포함한 박람회의 상징적인 음식들이 포함됩니다. 박람회는 역대 이 연례 

행사에서 가장 긴 기간 인 18일 동안 운영되며 입장료는 몇 년 간 가장 낮습니다.  

  

지금까지 다음과 같은 주 박람회 콘서트가 발표되었으며, 적절한 거리를 두기 위해 뉴욕 

체험 스테이지(New York Experience Stage)의 쉐비 파크(Chevy Park) 무대에서 대형 

콘서트가 열리고 소형 콘서트는 쉐비 코트(Chevy Court)에서 열립니다.  

• 로캐시(LoCash), 8월 20일 금요일, 시간은 발표 예정  

• 나스(Nas), 8월 20일 금요일 오후 8시  

• 98 디그리스(98 Degrees), 8월 21일 토요일 오후 2시  

• 라트(RATT), 8월 21일 토요일, 시간은 발표 예정  

• 브라더스 오스본(Brothers Osborne), 8월 22일 일요일 오후 8시  

• 비숍 브릭스(Bishop Briggs), 8월 23일 월요일, 시간은 발표 예정  

• 포리너(Foreigner), 8월 23일 월요일 오후 8시  

• 다이어 스트레이츠 레거시(Dire Straits Legacy), 8월 24일 화요일, 시간은 발표 예정  

• 트레인(Train), 8월 24일 화요일 오후 8시  

• REO 스피드왜건(REO Speedwagon), 8월 25일 수요일 오후 8시  

• 쓰리독나이트(Three Dog Night), 8월 26일 목요일, 시간은 발표 예정  

• 벨 비브 데보(Bell Biv Devoe), 8월 26일 목요일 오후 8시  

• 시스터 슬레지(Sister Sledge), 8월 27일 금요일, 오후 2시  

• Melissa Etheridge, 8월 27일 금요일 오후 8시  

• 빅센 앤 그레이트 화이트(Vixen and Great White), 8월 28일 토요일, 시간은 발표 예정.  

• Noah Cyrus, 8월 29일 일요일 오후 2시  

• 사우스사이드 조니 앤 더 애즈베리 주크스(Southside Johnny & The Asbury Jukes), 8월 29일 

일요일, 시간은 발표 예정  

• 드롭킥 머피(Dropkick Murphys), 8월 29일 일요일 오후 8시  

• 팻 노원(Pat Noone), 8월 30일 월요일 오후 2시  

• 그랜드선(Grandson), 8월 30일 월요일 오후 7시  

• 오크 리지 보이즈(Oak Ridge Boys), 8월 31일 화요일 오후 2시  

• 헤일스톰(Halestorm), 8월 31일 화요일 오후 8시  

• Sheena Easton, 9월 1일 수요일 오후 2시  

• 블루 오이스터 컬트(Blue Oyster Cult), 9월 1일 수요일, 시간은 발표 예정  

• 스타쉽과 Mickey Thomas, 9월 2일 목요일, 시간은 발표 예정  

• 엉클 크래커(Uncle Kracker), 9월 3일 금요일 오후 2시  

  

언제나와 같이 농장 동물이 박람회에 전시되어 청년들에게 뉴욕의 광대한 농업을 

소개합니다. 2021년 재구상된 주 박람회의 농업 대회에는 다음과 같은 범주가 

포함됩니다.  

• 라마  

• 염소  

• 젖소  



 

 

• 육우  

• 말(제한적)  

• 파인 아트 전시회  

  

티켓은 1인당 3달러이며, 만 12세 미만의 어린이는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참석자는 

행사 당시 시행되고 있는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의 코로나19 보건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공정한 티켓 판매 및 방문객 관련 구체적인 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7월 

중반에 공지되며 해당 내용은 주정부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뉴욕주 박람회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십시오.  

  

Richard A Ball 농업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의 농부와 생산자들은 주 내 

모든 산업과 같이 큰 타격을 받았지만 너리시 뉴욕(Nourish New York)과 같은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 음식을 계속 제공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공급하도록 관리했습니다. 이 박람회는 우리 주의 농업 축제이며 올해의 축하 행사는 

다른 어떤 때보다 특별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립 박람회의 Troy Waffner 디렉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건물을 재개장하고 

주 박람회에 뉴욕 주민을 맞이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올해의 박람회는 이 백년 만의 

위기로부터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 노력에 대한 증거가 될 것이며 오랜 역사상 여러 

면에서 최고의 박람회가 될 것입니다."  

  

Rachel May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박람회는 중요한 문화 

전통이자 업스테이트 지역의 많은 사람에게 놀라운 경제 동력입니다. 우리 지역사회는 

작년에 폐쇄된 박람회의 파급 효과를 느꼈습니다. 박람회 출석 인원을 안전하게 늘릴 수 

있는 예방 접종 기준치에 도달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올해 박람회에서 여러분을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William Magnarelli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센트럴 뉴욕과 나머지 

주정부는 예방 접종을 늘리고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례를 줄이기 위해 함께 

모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더 큰 수용 인원을 허용하는 주 박람회를 즐기게 

되었습니다. 그레이트 뉴욕주 박람회는 연례 중요 행사이며 우리 지역의 경제적 

요소입니다."  

  

Al Stirpe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박람회는 여러 세대가 소중히 

여기는 여름 전통입니다. 가족 및 친구들과 지역사회의 기쁨을 축하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특별한 축제가 될 것입니다. 오늘 발표는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지역사회의 치유를 의미합니다. 또한 앞으로에 대한 기대를 

의미합니다."  

  
###  

 

https://nysfai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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