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년 9월 4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그레이트 뉴욕주 박람회(GREAT NEW YORK STATE FAIR)의 마지막 

날 관람객 수에 관한 두 가지 기록을 경신했다고 발표  

  

두 번의 관람객 수 기록을 경신하면서 오늘 124,000 명이 넘는 관람객이 방문한 박람회  

  

다섯 번의 기록을 세우면서 활력을 되찾은 박람회를 방문한 116만 명의 관람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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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날에 두 가지 기록을 경신하면서 성공적인 한 해를 마감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노동절(Labor Day)의 관람객 수 124,819 명은 하루 동안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박람회를 

관람한 기록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오늘 밤 종료되면서 13 일간 진행된 박람회에 

1,161,912 명이 관람하여 사상 최대의 연간 관람객 수 기록을 세웠습니다. 올해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박람회는 연간 최대 관람 기록을 경신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이나 사상 

최대 일일 관람객 수를 경신하면서 네 번 일일 관람객 수 기록을 수립했습니다. 이 

박람회는 미국에서 네 번째로 큰 규모의 주립 박람회(state fair)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박람회는 박람회장에 대한 우리의 투자와 

프로그램의 힘 덕분에 다시 부흥하고 있는 상황을 즐길 수 있게 된 훌륭한 뉴욕의 

전통입니다. 이러한 투자는 더욱 늘어난 관람객들 덕분에 보상을 받고 있으며 센트럴 

뉴욕의 경제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도록 계속 일조하고 있습니다.”  

  

12 일 동안 개최된 2016년 박람회의 1,117,630 명의 관람객 수 보다 2017년의 관람객 

수가 44,282 명 더 많습니다. 이 박람회는 또한 구운 감자와 우유 등 두 가지 주요 식품 

품목의 판매 기록을 세웠습니다. 일요일인 12번째 날까지, 그레이트 베이크드 포테이토 

부스(Great Baked Potato Booth)에서 59,946 개의 모든 양념이 첨가된 감자와 고구마를 

판매하여 2년 기록의 빛을 바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박람회가 직접 운영한 밀크 바(Milk 

Bar)에서는 오늘 정오까지 42만 컵이 넘는 흰 우유와 초콜릿 우유를 판매하여 한 해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오늘 밤 쿨 앤드 더 갱(Kool & The Gang)의 마지막 쇼를 비롯하여, 박람회의 세비 

코트(Chevy Court) 콘서트 회장에서는 힙합 트리오 Migos, 록 명예의 전당(Rock Hall of 

Fame) 소울 그룹 Earth Wind & Fire, 팝의 개척자 The Beach Boys, 남부 록 슈퍼스타 

Lynyrd Skynyrd 등과 같이 대규모 관중을 끌어들이는 최대 규모의 전국 순회 공연진의 

쇼를 개최하여 이십오만 명이 넘는 관람객들을 유치했습니다. 이 박람회와 박람회의 

벤더들은 올해 550 건이 넘는 기록적인 횟수의 무료 뮤지컬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Cuomo 주지사가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주립 박람회(state fair)를 

재건하기 위해 5천만 달러 규모의 계획을 시행한 이후 두 번째 박람회입니다. 게디스 

타운의 박람회장은 아름답고 새로운 메인 게이트(Main Gate), 박람회와 연중무휴 시설 

임대 사업을 모두 지원하는 레저용 자동차(RV Park) 파크, 연중으로 확장된 박람회 

프로그램 및 더 큰 이벤트를 개최할 수 있는 커다란 개방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올해 

말부터 시작되는 7,000만 달러 규모의 두 번째 개보수 공사에는 많은 유형의 주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133,000 평방 피트 규모의 엑스포 센터(expo center) 건설 공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스턴과 클리블랜드 사이에서 가장 큰 이벤트 공간이 될 것입니다. 

박람회의 주차장에도 역시 상당한 수준의 업그레이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논다가 카운티의 Joanie Mahoney 카운티 행정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주립 

박람회(State Fair)는 센트럴 뉴욕 지역 최고의 관광지 중 한 곳입니다. Cuomo 

주지사님의 비전 덕분에 저희는 이 박람회가 더욱 자랑스럽습니다. 주정부의 투자는 

박람회의 성공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투자를 통해 일 년 내내 방문객을 

박람회장으로 계속 유치하여 지역 경제를 강화하는 데 일조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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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년 박람회의 성공은 주지사님의 혁신 계획이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개선 사항들 덕분에 관람객들은 보다 즐거운 경험을 체험했으며 결과적으로 

여러 기록들을 경신했습니다. 저희는 이 추진력으로 제2단계의 시작도 잘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Troy Waffner 박람회 디렉터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람회장의 변화와 관람객들이 

매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저희는 매년 보다 나은 박람회를 

개최하고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는 새로운 프로그램과 전시회를 개최하고 

기록적인 관람객들을 맞아 박람회를 즐겁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주지사님의 

활성화 계획(Governor's revitalization plan)의 제1단계가 완료되면서, 저희는 제2단계를 

앞두고 2018년 그레이트 뉴욕주 박람회(2018 Great York State Fair)를 최선을 다해 

준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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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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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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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 박람회(New York State Fair)는 2017년 8월 23일부터 9월 4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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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sfair 에서 즐기세요. 아울러, 뉴욕 주민들은 그레이트 뉴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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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tefairideas@agriculture.ny.gov 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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