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1 년 9월 9 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2022 년 카운티 축제를 통해 더 나은 경험과 원활한 상호 협력을 

선보일 위대한 뉴욕주 축제 발표 

  

축제 참석자, 벤더, 출품자의 참여 증가로 내년에는 다시 13 일 동안 진행할 예정 

  

주지사는 청년 및 농업 프로그램, 카운티 축제의 마케팅 및 홍보, 주에서 주관하는 

축제에서의 흡연 규정 등을 개선할 기회를 검토하도록 지시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2022 년 8 월 24 일 수요일 노동절부터 9 월 5 일 월요일까지 

13 일 일정으로.위대한 뉴욕 축제(Great New York State Fair)를 재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3 일 일정의 행사로 복귀함으로써 뉴욕주 축제는 물론이고 일정이 

겹치는 일부 카운티 축제에 참가자와 벤더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지사는 또한 뉴욕주가 다음 축제 시즌을 준비하는 가운데 뉴욕주에서 열리는 모든 

축제의 지원, 성장 및 부활 기회를 평가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뉴욕주 

농업시장부(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Markets)의 Richard A. Ball 커미셔너는 

카운티 축제와 협력하여 카운티 축제의 마케팅 및 홍보 기회를 늘릴 방법을 검토하고, 

뉴욕주 축제를 포함한 모든 축제에서 청년 및 농업 프로그래밍 운동을 개선할 기회를 

평가할 예정입니다. 또한 축제 참가자 피드백과 경험을 고려하여 뉴욕주 축제의 흡연 

규정에 대해서도 진단할 예정입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대한 뉴욕주 축제는 주민들의 고향인 뉴욕을 

기념하는 것이며 올해의 축제도 안전하고 즐거운 행사가 될 것입니다. 내년에 다시 

13 일 일정으로 복귀함으로써 참가자들이 뉴욕주 축제에서 좋아하는 쇼, 전시회, 벤더, 

명소 등을 즐기고, 카운티 축제 및 청년 축제와 원활하게 제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더 많은 지역사회에 경제적 혜택을 더 많이 제공하게 되고, 뉴욕 

주민들이 최고 수준의 농업 및 엔터테인먼트를 경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든 축제를 

지원할 준비를 마쳤으며, 모든 사람들이 최대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180 년의 역사를 가진 뉴욕주 축제는 지난 100 년 동안 꾸준하게 연장되었으며 노동절 

마지막 날부터 8 월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13 일 일정의 축제는 최근의 축제 

부활의 초석이 되어 규모도 커지고 참가자들의 만족도도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뉴욕주 농업부의 Richard A. Ball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해 뉴욕주 

축제에서는 뉴욕주의 가장 멋진 모습을 안전하게 선보였으며 오랜만에 열린 만큼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내년의 계획을 세우면서 특히 농업 및 청년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카운티 축제들과 협력하여 여러 행사를 조율할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2 년 위대한 뉴욕주 축제(Great New York State Fair)를 다시 

열게 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축제 책임자 Troy Waffner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021 년 축제를 위해 이루어낸 성과를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모두가 그리워하던 2020 년의 즐거움과 전통을 가족들에게 

성공적으로 선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13 일 일정의 축제를 다시 열게 됨으로써 

참가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늘리고, 축제를 운영하는 벤더를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뉴욕주의 리소스를 모으고 2022 년에 최고의 축제를 열 

수 있을 것입니다." 

  

John W. Mannion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의 농업과 문화적 유산이 

집약된 이번 축제는 독보적인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뉴욕주 중부의 구직자들은 수십 년 

동안 축제 기간에 2 주일 동안 일해왔습니다. 기존의 축제 일정으로 복귀한 것은 모든 

이해 관계자들에게 최선의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Hochul 주지사가 단시간에 훌륭한 

축제를 기획하기 위해 노력해준 것과 일찌감치 중요한 결정을 내려준 것에 대해 

칭찬하고 싶습니다." 

  

Michelle Hinchey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00 년이 넘게 뉴욕주 축제는 

뉴욕주의 농업 축제였으며 앞으로도 그러한 전통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뉴욕주 축제 

일정을 13 일 기간으로 복귀시킨 것은 4-H 학생, 가축 전시참여자, 소규모 사업체 벤더 

등이 거주지의 축제 일정과 겹치지 않게 참여할 수 있게 되므로 농촌 지역에게 중요한 

경제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축제에서의 경험은 뉴욕주의 농업 산업을 보러 온 모든 

참가자들에게 소중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Hochul 주지사가 2022 년 축제에서 최고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힘써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주민들의 방문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William Magnarelli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대한 뉴욕주 축제는 전통적으로 

늦여름에 시라큐스(Syracuse)에서 열립니다. 연례 축제와 관련된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음식, 행사도 멋지지만 18 일 동안의 축제는 벤더들과 농부들에게 부담이었고 카운티의 

다른 축제와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서 불필요한 축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다시 13 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축제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Donna Lupardo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대한 뉴욕주 축제는 특히 뉴욕의 

식품 및 농업을 위한 훌륭한 이벤트입니다. 이 축제가 다시 13 일 일정으로 진행된다는 

소식을 들어 반갑습니다. 4-H 와 같은 전시자들을 포함한 모든 참가자들에게 훌롱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1841 년부터 시작된 전통을 이어 내년에 열릴 축제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길 기원합니다." 

  

Onondaga 카운티 행정관 J.Ryan McMahon, II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대한 뉴욕주 

축제는 우리 카운티의 경제와 문화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며, 동시에 주 전역에 

기회를 제공하는 다양한 축제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축제가 다시 13 일 일정으로 

복귀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축제의 내용에만 집중하게 된 것을 

지지합니다." 

  

시러큐스 시장 Ben Walsh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축제 책임자 Waffner 와 팀원들이 

올해 축제를 위해 힘써 주셨고 코로나 19 에 (COVID-19) 대비하여 안전 수칙을 지키면서 

가장 긴 축제를 준비해온 것에 대해 칭찬하고 싶습니다. 올해 이벤트를 정리하고 

마무리한 직후부터 Troy 와 팀원들은 내년 이벤트를 준비할 것입니다. Hochul 주지사가 

13 일 일정으로 복귀한 것은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셔냉고 카운티 축제 이사회(Fair Board of Directors) 및 뉴욕주 농업 협회 

축제(Association of Agricultural Fairs)의 회장인 Jason Lawrence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농업 협회 축제는 Hochul 주지사의 결정을 크게 반깁니다. 축제들 

사이의 중복을 피하고, 가장 다양한 벤더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결정이었습니다. 특히 

청년 전시자를 포함한 농업 전시자들은 거주 카운티 축제와 뉴욕주 축제를 동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 농장사무국(New York Farm Bureau)의 David Fisher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및 카운티 축제는 뉴욕주 농촌 생활의 중요한 부분이며 특히 

청년들에게 교육 프로그램과 가축 사육을 통해 성장하고 배울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Hochul 주지사가 농장 안팎에서 학습 기회를 넓히고 농업에 대해 더욱 

친숙해지도록 할 방법을 찾아준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Chester's Gators & Taters 의 Cameron Murray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3 일의 

축제가 너무 기다려집니다. 우리 직원들과 저, 회사가 업무를 분담하거나 다른 축제를 

포기하지 않고 양쪽 축제에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Villa Pizze Fritte 및 기타 축제 부스 운영자인 파라다이스 컴퍼니(Paradise 

Companies)의 Grazi Zazzara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대한 뉴욕주 축제가 13 일 

일정이 된 것은 최고의 선택입니다. 새로운 주 행정부가 양보다 질을 우선한 것을 크게 

반깁니다. 모두가 반길 소식이라고 생각하며 이번 축제는 뉴욕주에서 가장 크고 가장 

멋진 여름 축제가 될 것입니다." 

  



Henry's Hen House 의 Kevin Henry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바른 결정이었습니다. 

18 일 동안 할 일을 13 일에 모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 운영에도 도움이 되고 

참가자들에게도 최고의 경험이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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