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9년 3월 4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2018년 뉴욕주 페어그라운드 이벤트 방문객 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발표  

  

페어 비참가 이벤트 방문객 수는 1백만 명을 넘는 것으로 예상되며, 전체 방문객 수도 

사상 처음으로 2백만 명 돌파  

  

2020 회계연도 행정부 예산에 따라, 페어그라운드를 재생하기 위한 역사적 투자에 이어 

지속적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250만 달러 추가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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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CNY Rising)” 계획을 보완하는 박람회장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2018년 뉴욕주 페어그라운드에서 온전히 민간 주도로 

열린 이벤트 방문객 수가 사상 처음으로 1백만 명을 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1,074,909명이라는 방문객 수는 2017년에 비해 29.1 퍼센트 증가했으며, 2016년 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13일 동안 127만 명의 주 페어 방문객 수를 포함해, 1년 

동안 총 2,353,919명이 방문했으며, 이는 2017년 보다 18 퍼센트, 2016년 보다 43 

퍼센트 증가한 수치입니다. 뉴욕주 중부 지역 경제를 전반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센트럴 뉴욕 성장(CNY Rising) 전략의 일환으로 시러큐스 지역의 페어그라운드 현대화 

및 재생에 2015년부터 뉴욕주가 1억 2천만 달러 이상의 자금을 투입한 것이 이러한 

성장세의 원인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페어그라운드를 변모시키기 위한 전략적 투자를 

통해, 새로운 엑스포 센터(Exposition Center)인 뉴욕주 중부 지역은 전례 없이 사업체와 

벤더, 방문객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연중 운영되는 공간에서 계속 이벤트를 열고 

기록을 깨뜨리면서, 우리는 지역 전체의 경제를 강화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 뉴욕주 중부 

지역을 부상시키고 있습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페어그라운드는 다양한 즐길 

거리와 이벤트로 기록적 수의 사람들을 계속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작년 개장한 

새로운 엑스포 센터(Exposition Center)를 포함하여, 페어그라운드를 확장 및 

재활성화하기 위해 투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페어그라운드는 이 지역의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뉴욕주 중부 지역 및 뉴욕주 전체의 경제 발전을 돕고 있습니다.”  



 

 

 

새로운 엑스포 센터(Exposition Center)는 2018 그레이트 뉴욕주 박람회(Great New York 

State Fair)를 위해 8월 개장했습니다. 이 빌딩은 보스턴과 클리블랜드 사이에 위치한 

뉴욕시 북부에서 가장 큰 이벤트 시설로, 110,000평방피트 규모의 빈 공간을 

제공합니다. 박람회 기간 중, 임시 아이스하키 링크가 설치되었고, 최대 규모의 

아이러브뉴욕(I Love New York) 관광산업 전시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그 후로, 이곳은 

새로운 말 대화, 소비자 엔터테인먼트 쇼, 대규모 레저용 차량 쇼 등이 열리는 인기 

공간이 되었습니다.  

  

엑스포 센터(Expo Center)가 유치한 신규 이벤트 중에는 2월 겨울 박람회(Winter Fair), 

3월 실내 자동차 경주 시리즈(Indoor Auto Racing Series), 9월 IHSA 전국 말 

대회(National Horse Show) 등이 있습니다. 게다가 기타 소비자 및 B2B 무역쇼 다수가 

엑스포 센터(Expo Center)로 개최 장소를 옮기거나 엑스포 센터의 공간을 이용하기 위해 

이벤트 규모를 늘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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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어그라운드의 재생을 위해 새로운 엑스포 센터(Expo Center)에 진행된 투자는 전국 

각지의 주요 이벤트 회사의 지속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주립 박람회(State Fair) 

팀과 우리의 파트너십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페어그라운드를 이용해 지역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대형 이벤트를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농업부는 2019년에도 뉴욕주 페어그라운드의 중앙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주립 박람회(State Fair)의 Troy Waffner 디렉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뉴욕주 

중부 지역의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미래의 

희망을 느낍니다. 저희는 이전에는 이 지역에서 절대 개최할 수 없었던 이벤트와 쇼에 

대해 프로모터들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페어그라운드와 박람회는 떠오르고 

있으며, 아직 이룰 것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J. Ryan McMahon II 오논다가 카운티 행정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페어그라운드에 대한 투자는 뉴욕주 중부 지역 경제를 크게 부흥시켰습니다. 이 투자는 

우리가 협력한다면 엄청난 일을 이룰 수 있다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2015년부터 Cuomo 주지사는 1억 2천만 달러를 페어그라운드에 투자해, 80년 전 주 

정부로부터 투자를 받은 후 어떤 지원도 받지 못했던 375에이커 규모의 시설의 

재활성화를 도모했습니다. 이 계획은 매년 50주 이상 사용되지 않는 노후한 레이스 트랙 

및 관람석을 개조하여 모든 설비를 완비한 레저용 차량 공원, 박람회의 

미드웨이(Midway)를 위한 대형 공간, 그리고 매력적인 축제 장소로 탈바꿈시켰습니다. 

박람회 장소에는 또한 매력적인 정문(Main Gate)과 뉴욕 주경찰 전시회(New York State 

Police), 이로키 인디언 마을(Iroquois Indian Village)은 물론, 포장과 조명, 배수 시설을 



 

 

갖춘 최대 규모의 주차장이 생겼습니다. 주지사는 2020 회계연도 행정부 예산에 따라 

페어그라운드의 지속적인 재활성화를 위한 자본 프로젝트를 통해 박람회의 연간 예산에 

250만 달러를 추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센트럴 뉴욕 성장(CNY Rising) 계획 촉진  

오늘의 발표는 강력한 경제 성장 센트럴 뉴욕 성장(CNY Rising)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이 지역의 종합 청사진인 “센트럴 뉴욕 성장(Central NY Rising)” 계획을 보완합니다. 

뉴욕주는 이미 2012년부터 글로벌 시장 기회 활용, 기업가 정신 강화, 포괄적 경제 창출 

등 이 계획에 대한 준비 작업을 위해 이 지역에 약 5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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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모 투자는 25억달러를 훨씬 넘는 민간 사업체의 투자를 불러올 것이며 이 투자금들이 

발표되면 이 지역에 최대 5,9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여기서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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