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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6년 3월 26일 ANDREW M.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주지사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JAVITS CENTER에서에서에서에서 열리는열리는열리는열리는 뉴욕뉴욕뉴욕뉴욕 국제국제국제국제 오토쇼의오토쇼의오토쇼의오토쇼의 

개막을개막을개막을개막을 알리다알리다알리다알리다 

미국미국미국미국 최초의최초의최초의최초의 최대최대최대최대 오토쇼에서오토쇼에서오토쇼에서오토쇼에서 세계세계세계세계 최신의최신의최신의최신의 자동차가자동차가자동차가자동차가 공개되다공개되다공개되다공개되다 

열흘간열흘간열흘간열흘간 열리는열리는열리는열리는 이이이이 행사는행사는행사는행사는 뉴욕에서뉴욕에서뉴욕에서뉴욕에서 3억달러억달러억달러억달러 규모의규모의규모의규모의 경제경제경제경제 활동을활동을활동을활동을 창출하다창출하다창출하다창출하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맨해튼의 West Side에 자리한 Javits Center에서 

제116회 뉴욕 국제 오토쇼의 공식 개막을 선언했습니다. 주지사는 개막식 시작을 알리기 

위해 Silver Camaro ZL1 Convertible을 타고 간단한 퍼레이드를 하였습니다. 10일간 

열리는 이 행사에는 100만명 이상의 방문자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국가에서 

유사한 쇼 중에서 최대 규모를 자랑합니다. 이 오토쇼는 거의 1 천대에 달하는 세계 최대 

자동차, 트럭, 오토바이 및 컨셉트 차를 컨벤션 센터에 전시하며, 3억여 달러 규모의 경제 

유발 활동을 Empire State에 가져다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뉴욕 오토쇼는 오랜 전통을 가진 전시회로 Empire State에 중요한 경제 활동 유발 

행사로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라고라고라고라고 Cuomo 주지사가주지사가주지사가주지사가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업계 최고의 

제조업체와 첨단 디자인을 한 곳에서 보여주는 이 행사는 방문객들과 저와 같은 자동차 

매니아를 해마다 찾아오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뉴욕주민들과 방문객들 모두가 이번 

행사와 같이 놓칠 수 없는 기회를 십분 이용할 것을 장려합니다." 

 

뉴욕주의 차량관리국(DMV)은 3년 연속 오토쇼에 전시관 하나를 마련하여 차량 등록과 

검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을 때 대체 운전면허증 주문 및 전자 통지 가입과 같은 정부 

기관의 최신 서비스를 알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 전시회에서 Cuomo 주지사는 미육군 중사 Jeffrey Hackett에게 도요타가 

기증한 신형 2016년형 도요타 RAV4 하이브리드에 명예 번호판을 수여했습니다. 

멕시코계로 뉴욕 출신인 Hackett 중사는 2011년 8월 아프가니스탄에서 복무하다가 

사제폭발물이 폭발하여 오른 다리를 잃고 전신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런 

Hackett 중사를 도와주기 위해 RAV 4에는 왼쪽 다리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특수 

조향제어장치와 페달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Hackett 중사는 19년간 복무하는 동안 

동성훈장(Bronx Star Medal), 근무공로훈장(Meritorious Service Medal) 및 퍼플 하트 

훈장(Purple Heart)을 포함해 십여 가지의 포상을 받았습니다. 

 

Greater New York Automobile Dealers Association 회장인회장인회장인회장인 Mark Schienberg는는는는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뉴욕 국제 오토쇼는 세계 최대의 가장 혁신적인 자동차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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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되는 전시회입니다. Cuomo 주지사께서 개회식을 공식 시작해주셔서 영광입니다. 

자동차 산업의 엔진은 뉴욕주의 경제 엔진에 힘을 실어줍니다. 올해 방문하게 될 백만 

명의 관람객들처럼 Cuomo 주지사의 차와 운전에 대한 열정은 이 놀라운 자동차 업계가 

새로운 디자인과 기술을 개발하도록 계속 자극을 주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가 

올해의 오토쇼를 개회한 것에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Javits Center가 확대되어 이 

오토쇼를 유례없는 수준으로 확대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Javits 센터를센터를센터를센터를 운영하는운영하는운영하는운영하는 뉴욕뉴욕뉴욕뉴욕 컨벤션컨벤션컨벤션컨벤션 센터센터센터센터 운영운영운영운영 회사의회사의회사의회사의 CEO 겸겸겸겸 사장인사장인사장인사장인 Alan Steel은은은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이 오토쇼는 뉴욕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 멋진 

행사를 조정하고 열릴 수 있게 일조한 것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Javits Center의 

임무는 Empire State의 경제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곧 있을 Javits Center의 규모가 

확대되어 오토쇼가 확대되고 뉴욕 지역에 보다 많은 경제 활동을 유발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찾고 있는 자동차들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이런 

행사는 지구 상에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차량차량차량차량관리국의관리국의관리국의관리국의 Terri Egan 부국장은부국장은부국장은부국장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우리는 뉴욕 국제 오토쇼 

방문객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자동차업계가 제공하는 최신 차량들을 둘러보시고 DMV 전시회에 들러서 직원들의 

도움을 받거나 우리의 셀프 서브 키오스크에서 직접 다수의 온라인 거래를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오토쇼와 같은 세계적인 수준의 행사에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행사는 뉴욕주민들의 필요사항에 보다 잘 부응하고 DMV가 

제공할 수 있는 것을 방문객들에게 보여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1900년 이후 미국 최초의 가장 많은 관람객 수를 기록한 오토쇼라는 빛나는 역사를 갖고 

있는 이 행사에서는 전세계와 북미 지역에서 데뷔하는 60여개의 신차들이 소개될 

것입니다. Javits Center에서 주최하는 가장 큰 행사인 이 오토쇼는 거의 1백만 평방 

피트를 차지하며, 수 천명의 전기공, 목수, 청소부와 트럭 운전사들이 다양한 전시, 

차량의 건설, 해체, 운송, 청소 및 재료 관련 일에 참여합니다. 2015년, Greater New York 

Automobile Dealers Association 소속 회원들은 600,000여대의 차량을 판매했고 뉴욕 

지역에서 65,000여개의 일자리를 지원했으며, 지방세와 주세 수익으로 20여억 달러를 

기여했습니다. 

 

지난 1월, Cuomo 주지사는 Javits Center에 10억 달러 규모의 확장 프로젝트를 

발표하였습니다. 여기에는 5배 더 넓어진 미팅룸 공간, 북동부 최대 규모의 연회실, 야외 

루프트톱 테라스, 매년 지방 도로에서 2만대의 트럭을 수용하는 현장 트럭 집결시설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번 확장 사업으로 Javits Center는 새로운 행사들을 유치하고 운영 

효율성을 개선하며 6,000개의 정규직 및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하고 추가 연례 

경제활동으로 거의 4억달러를 유발할 것입니다. 건설은 금년 후반기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Javits Center의 정문 근처 Crystal Palace에 마련된 DMV 전시관에서는 태블릿과 

랩톱으로 무장한 직원들이 고객들에게 등록 갱신, MyDMV 주소 변경, 도로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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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잡기, 소유권 사본, 사고 신고 검색, 사진 서류 사본, 맞춤형 자동차번호판 주문을 

포함한 갖가지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나와 있습니다. 고객이 DMV 사무소 또는 안과 

서비스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운전 면허증을 갱신 할 수 있도록 시력 

검사도 제공합니다. 고객들은 또한 2014년 오토쇼부터 도입된 셀프 서브 키오스크에서 

직원의 도움 없이 비즈니스를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키오스크 거래 업무로는 

운전면허증 및 비운전자 ID 갱신, 등록 갱신, 운전면허증, 비운전자 ID, 학습자 허가증 

교체; 등록증 교체가 포함됩니다. 모든 키오스크 거래 시, 고객들은 주소 변경, 차량 등록 

및 검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을 때 및 전자 통지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가입 등의 옵션이 

제공됩니다. 운전면허증이나 ID를 갱신하는 고객들은 유권자 등록 및 장기 기증자 서명 

등의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계의 시장(Marketplace for the World)”이라고도 알려져 있는 Javits Center는 I.M. Pei 

& Partners가 설계하여 1986년에 개장하였습니다. 이후 이 상징적인 시설은 뉴욕의 대형 

컨변션, 무역박람회 및 특별행사가 개최되는 주요 장소가 되어 세계 유수의 무역박람회 

250건 중 상당수가 열렸고 해마다 수 백만 명의 방문객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는 West 34th과 West 40th 스트리트 사이 11번 애비뉴에 자리해 있습니다. 맨해튼에 

자리한 Javits Center는 최고 18억 달러의 경제 활동을 유발하고 연간 17,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지원합니다. 이 뉴욕 아이콘은 840,000 평방피트 규모의 가변형 전시 

공간과102개의 미팅룸, 4개의 연회장, 첨단 WiFi와 같은 다양한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http://www. javitscenter.com을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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