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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센트럴 뉴욕에서 열리는 그레이트 뉴욕주 박람회의 새 베이비 케어 

센터 발표 

 

책임자와 공조시설을 갖춘 새 센터가 개인 신변 보호와 편안함 제공 

 

 방문객의 편의를 향상하여 박람회 참여도를 늘리고 경제 성장을 위한 센트럴 뉴욕 

라이징(Central New York Rising Plan) 계획 지원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2017년 그레이트 뉴욕주 박람회(Great New York 

State Fair)에 새로운 베이비 케어 센터(Baby Care Centers)를 설치하여 감독 인원과 

공조 시스템을 갖춘 장소에서 가족들이 편안하게 아이를 돌볼 수 있게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모든 베이비 센터에 수유 맘을 위한 개인 공간을 갖추고 관리 직원을 둔 

깨끗한 구역에서 기저귀를 갈거나 아기를 편안하게 눕힐 수 있게 합니다. 네 개의 베이비 

케어 센터가 박람회장 내에 설치되어 부모들이 신속하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박람회의 모든 면을 개선하려 

노력하였습니다. 여기에 이 베이비 케어 센터들을 추가하여 아이와 함께 온 부모들이 더 

편하게 이 위대한 뉴욕 전통에 참여하도록 할 것입니다. 센트럴 뉴욕 박람회 추진을 위한 

우리의 전례 없는 투자는 지역 경제와 관광업에 박차를 가하여 이 지역 장래의 성장과 

번영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편안한 좌석과 자연 광선이 들어오는 지붕 창으로 된 매력적인 빌딩은 방문자들을 

따뜻하게 맞아줍니다. 맨리어스(Manlius)에 본사를 둔 아미쉬 구조물(Amish Structures) 

제조사에서 20피트 길이의 A형 구조물을 세웠습니다. 뉴욕주 박람회의 목수들이 그에 

맞춰 실내 장식을 하고 야외를 책임진 직원들이 조경을 꾸몄습니다. 이런 빌딩은 민간 

기업에 대여하여 연내의 대규모 이벤트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오논다가 카운티의 행정장관 Joanie Mahoney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추가한 베이비 

케어 센터는 반가운 시설이며 박람회뿐만 아니라 이 장소에서 열리는 특수 이벤트에도 



 

 

많은 군중을 동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시설로 박람회장을 찾는 이유가 더 

추가되었습니다. 우리가 박람회 참가자들의 편의를 향상하는 큰 규모의 새 기획에 대해 

말하든지 소규모의 개선에 대해 말하든지 Cuomo 주지사의 박람회 재구성은 지역 

전체에 거대한 수익을 안겨주고 장래에 더 큰 성장을 제공할 것이 분명합니다.” 

 

주 농업부 커미셔너 Richard A. Ball 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지사가 박람회에 대한 

비전은 박람회 참가자들의 체험을 향상하는 기초 시설의 개선에 집중하였습니다. 새로 

세운 베이비 케어 센터들은 박람회에 환영받을 만한 시설입니다. 이 센터들은 

어린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들에게 훌륭한 새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박람회를 더 높은 

수준으로 만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라레체 리그 (La Leche League)의 리버풀 지역 책임자 Jen Deshaies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러큐스의 라레체 리그(La Leche League of Syracuse)는 박람회장의 

간호실 관리에 참여하게 되어 영광이라 생각합니다. 가족들에게 편안한 장소를 제공하여 

아이들을 수유하는 시설은 뉴욕주 박람회에 환영할만한 추가 시설입니다.” 

 

박람회 대리 감독 Troy Waffner 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를 가진 

가족들에게 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이 서비스는 가족들이 박람회를 

더 쉽게 즐기게 할 수 있으며 우리가 박람회 참가자들의 수요에 대한 또 다른 대응 

방법입니다.” 

 

새로운 베이비 케어 센터는 주지사가 모든 박람회 참가자들의 참여와 편의시설 개선에 

대한 노력의 일부입니다. 기타 편의 사항에는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의 빌딩 접근성을 

향상과 전 구역에 좌석과 햇빛 가리개를 추가 및 박람회 이벤트와 콘서트에 통역 제공 

등이 있습니다. 박람회의 책임지는 정기적으로 관심 단체들을 만나 개선에 대한 의견과 

건의를 묻곤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전국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주 박람회장의 주요 시설에 대한 

다년간의 개선을 거쳐 완성하였습니다. 박람회장에 대한 개선은 Cuomo 주지사의 5천만 

달러 규모의 투자로 새로운 메인 입구, 최초의 RV 파크, Midway 놀이공원의 입주 및 

박람회에 2016년의 기록적인 참가자들을 모으는 힘을 주는 기타 개선 사항들이 

있습니다.  

 

2017년에는 뉴욕주 경찰청 전시회에 새롭고 더 큰 장소 제공과 거북 언덕(Turtle Mound) 

무대의 활용 및 인디언 빌리지(Indian Village)에 대한 기타 개선사항과 Wade Shows 

Midway의 놀이기구를 포함하여 베이비 케어 센터를 개선 사항에 추가하였습니다. 

이밖에 Cuomo 주지사의 2017-18년도 예산에 개선 사항에 사용할 5천만 달러의 예산이 

추가로 제안되었습니다. 주지사의 업스테이트 활성화 기획(Upstate Revitalization 

Initiative)의 추가 투자는 2018년 박람회를 위한 메인 주차장 확장과 재공사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Central NY Rising 가속화 

오늘의 발표는 강력한 경제 성장과 지역사회 발전을 만들어 내기 위한 이 지역의 종합 

청사진인 “센트럴 뉴욕 라이징(Central NY Rising)” 기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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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을 

통해서 뉴욕주가 제공하는 5억 달러의 투자금으로 Central NY Rising 기획에 박차를 

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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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뉴욕주 농업시장부가 운영하는 뉴욕주 박람회는 2017년 8월 23일부터 9월 4일까지 

진행됩니다. 박람회 테마인 “FIND YOUR GREAT”에 반영된 박람회의 미션은 뉴욕 

농업의 최상품들을 소개하는 한편으로 최고 품질의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레이트 뉴욕주 박람회(Great New York State Fair) 개최지는 375에이커의 전시 및 

오락 단지로서 연중운영됩니다. 연중 행사 일정이 박람회 웹사이트에서 제공됩니다. 

페이스북에서 그레이트 뉴욕주 박람회 소식을 확인하고, 트위터에서 @NYSFair를 

팔로우하며, 스냅챗에서는 nysfair에서 소식을 확인하고, 박람회 사진은 

Flickr.com/photos/nysfair에서 즐기십시오. 이밖에, 그레이트 뉴욕주 박람회에 대한 

자신의 아이디어를 statefairideas@agriculture.ny.gov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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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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