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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뉴욕주 박람회장(STATE FAIRGROUNDS)의 새로운 엑스포 

센터(EXPO CENTER) 주요 행사 예약을 관리하는 특별한 이벤트 회사를 선정했다고 

발표 

 

이벤트 관리 회사인 히츠 주식회사(HITS, Inc.), 연중 무휴 엑스포 센터(Expo Center) 

예약을 위한 대규모 이벤트 경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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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Central NY Rising)” 계획을 보완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얼스터 카운티의 소거티스에 본사를 둔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특별한 이벤트 관리 회사인 히츠 주식회사(HITS, Inc.)와 뉴욕주 

박람회장(New York State Fairgrounds)에 위치한 새로운 엑스포 센터(Exposition 

Center)에서 주요 행사의 예약을 전담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히츠 

주식회사(HITS, Inc.)는 제안 요청(Request for Proposals) 후에 이 회사가 다양한 종류의 

이벤트와 쇼를 박람회장에 유치하여 선보일 수 있다는 독특한 계획을 제출하여 

선정되었습니다. 가을 축제(fall festival), 드론 경주 대회(drone racing competition), 로그 

홈 엑스포(log home expo) 등을 비롯하여 업스테이트 뉴욕에 새롭게 공개하는 최소 9 

건의 이벤트를 2018년과 2019년에 엑스포 센터(Expo Center)에서 진행할 계획으로 

예약했으며, 5 건의 기존 공연은 내년에 새로운 건물에서 확대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람회장에 추가로 들어서는 새로운 엑스포 

센터(Expo Center)는 일년 내내 매우 인기가 있는 쇼와 이벤트를 유치하여 업스테이트 

뉴욕에 선보이는 흥분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새로운 장소를 시장에 선보이고 이 

지역이 제공하는 모든 것을 강조하는 기회에 고무되어, 박람회장은 계속 새로운 관람 

기록을 경신하여 향후 오랜 기간 이 지역 전체의 경제를 이끄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히츠(HITS)는 지난 수년간 기하급수적으로 그 존재와 포트폴리오의 규모를 성장시켜 

왔습니다. 현재 소비자 전시회에서 스포츠 이벤트, 인내력 이벤트 등의 새로운 형태의 



 

 

이벤트에 이르기까지 전국에 걸쳐 다양한 연중 행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모션 

회사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쇼들을 이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 에임 미디어(AIM 

Media)의 파트너들과 함께 고유의 이벤트와 쇼 프로그램들을 박람회장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탄탄한 계획을 제공했습니다. 히츠(HITS)는 대형 쇼와 이벤트를 주최하고 

홍보하는 데 필요한 부동산을 동부 해안 및 중서부 전 지역에서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계약에 따라 히츠(HITS)는 엑스포 센터(Expo Center)에서 2020년 말까지 12 회 이상 

여러 일자에 걸친 새로운 이벤트를 예약해야 합니다. 최소 3 회는 다른 박람회장 건물을 

이용하고 역시 5 회 이상의 여러 일자에 걸친 이벤트를 엑스포 센터(Expo Center)가 

아닌 박람회장 건물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이 이벤트는 반드시 지난 18 개월 이내에 이 

박람회장에서 개최된 적이 없는 이벤트이어야 합니다. 

 

또한 이 회사는 2021년부터 계약 기간이 끝나는 2023년까지 이벤트의 75 퍼센트를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동시에 엑스포 센터(Expo Center)에서 최소한 7 건의 새로운 

이벤트를 예약해야 합니다. 최소한 5 건은 반드시 다른 건물을 이용해야 하고 다른 

박람회장 건물에서 5 건의 새로운 이벤트를 개최해야 합니다. 

 

2017년 12월 농업시장부(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Markets)가 공표한 제안 

요청서(Request for Proposals)는 박람회장을 상업적 용도로 활용하면서, 연중 내내 

최고의 공연을 펼치는 장소로 새로운 엑스포 센터(Expo Center)의 입지를 세울 민간 

기업을 찾고 있었습니다. 개인 예약 및 마케팅 회사의 도움으로 엑스포 센터(Expo 

Center)는 뉴욕의 천억 달러 규모의 관광 산업에 투자하여 경제를 성장시키는 이 지역의 

포괄적인 전략인 센트럴 뉴욕 성장(Central New York Rising) 전략을 보완합니다. 

 

2018년 상반기 동안에 비박람회 행사를 방문한 것으로 추산되는 500,275 명은 2017년 

상반기에 비박람회 행사에 참석한 371,278 명에 비해 34.7 퍼센트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추정치는 각 차량의 평균 인원수에 대한 산업 표준 승수를 이용하여 

계산하며, 차량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추정한 관람객 수의 강한 증가 추세를 계속 

반영합니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관람객 수는 57 퍼센트 증가했습니다. 

 

새로운 이벤트 

11만 평방 피트의 빈 공간을 갖춘 136,000 평방 피트의 건물인 새로운 엑스포 

센터(Exposition Center)에 대해 Cuomo 주지사가 발표한 후, 게디스 타운의 

박람회장에서 대규모 이벤트를 개최하는 일에 대한 관심이 즉시 급증했습니다. 8월에 

이 건물이 개장하면 보스턴과 클리블랜드 사이에 위치한, 뉴욕시 북쪽에서 가장 큰 

박람회 시설이 됩니다. 이미 2019년까지 엑스포 센터(Expo Center)를 이용하는 몇 가지 

주요 전시회가 예약되어 있습니다. 

 



 

 

• 테이스트 뉴욕 가을 축제(Taste NY Fall Festival)는 현지에서 재배하고 가공한 

식음료, 호박 패치, 호박 조각품, 놀이기구, 반려 동물 동물원 등을 판매하거나 

운영하는 뉴욕 공급 업체들이 특징인 가족 친화적인 축제입니다. 

• 히츠 실내 챔피언십(HITS Indoor Championships)은 풀뿌리 단계에서 스포츠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초급 및 중급 수준의 주니어 및 아마추어 라이더를 

위해 마련한 새로운 실력 계발 경기 행사입니다. 

• 플라이패스트 드론 경주 대회 및 전시회(FlyFast Drone Racing Competition and 

Showcase)는 아마추어와 전문가들을 위한 경주 대회로, 조종사와 선수를 

양성하기 위한 최초의 조종사, 워크숍, 클리닉 등이 갖추어진 드론 비행 수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시러큐스와 롬 사이의 지역이 미국 내 소수의 

무인 항공기 테스트 항로 중 한 곳으로 지정 되어 주지사의 무인 항공 기술에 대한 

투자를 강조합니다. 

• 엠파이어 알파카 쇼타클러(Empire Alpaca Showtacular)는 섬유 예술 데모 및 

경연 대회를 개최하면서 노스이스트 최고의 알파카(Alpaca)를 선보입니다. 이 

쇼는 뉴욕주와 뉴잉글랜드 알파카 단체들의 공동 제작물입니다. 

• 에임 로그 및 원목 주택 쇼(AIM Log and Timber Home Show)는 통나무 및 원목 

주택을 설계, 건축, 수리하는 데 대한 심층적인 교육과 쌍을 이루는 소비자 

전시회가 특징입니다. 

• 1,200만 달러 이상의 연간 지급 액수를 자랑하는 프리미어 팀 로핑 이벤트 

회사의 두 건의 팀 로핑 이벤트 월드 시리즈(World Series of Team Roping 

event)는 매년 챔피언 타이틀을 놓고 9만 팀 이상이 경쟁합니다. 

• 히츠(HITS)의 파트너인 에임 미디어(AIM Media)가 시작한 두 건의 새로운 이벤트 

시리즈인 우드워킹 쇼케이스(Woodworking Showcase) 및 헬시 리빙 

엑스포(Healthy Living Expo)는 건강에 좋은 생활 양식을 추구하는 목공 용품 

브랜드인 요가 저널(Yoga Journal), 옥시전(Oxygen), 클린 이팅(Clean Eating), 

베터 뉴트리션(Better Nutrition), 우드스미스(Woodsmith) 등과 함께 합니다. 이 

행사 기간 동안 소비자 전시회, 대화형 실습 과정, 교육 세미나 등이 개최됩니다. 

• 6월과 9월에 서로 다른 차량 소유자 클럽에서 두 차례의 레크리에이션 차량(RV) 

집회가 진행됩니다. 각 집회는 레크리에이션 차량(RV)을 소유한 500 명에서 600 

명 가량의 회원으로 구성된 클럽의 지역별 집회입니다. 또한 최소한 하나의 쇼가 

600 유닛의 레크리에이션 차량(RV) 쇼 및 판매를 개최합니다. 

 

또한 뉴욕 스포츠맨즈 엑스포(New York Sportsman's Expo), 보트 쇼(The Boat Show), 

뉴욕 팜 쇼(The New York Farm Show), 레크리에이션 차량 쇼(RV Show), 개 쇼(dog 

show) 등을 포함한 5 건의 기존 박람회 쇼가 쇼를 확대하기 위해 엑스포 센터(Expo 

Center)로 이전합니다. 

 

엑스포 센터(Exposition Center)는 1890년 이후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주립 박람회를 

운영하는 게디스 타운의 박람회장을 보수하기 위한 주지사의 여러 해에 걸친 계획의 

일환입니다. 이 박람회장은 일년에 일주일 미만으로 사용되는 매력없는 메인 



 

 

게이트(Main Gate)와 경마장의 철거로 변형되었습니다. 행사 장소에는 (1) 매력적이고 

건축학적으로 중요한 메인 게이트(Main Gate), (2) 박람회 기간 및 선별적인 비박람회 

이벤트 동안 이용 가능한 풀 서비스 레크리에이션 차량(RV) 주차장, (3) 미드웨이 및 

기타 박람회 프로그램을 위한 공간을 창출하는 대형 공개 포장 도로 및 잔디 공간과 

더불어 (4) 박람회장의 뉴욕주 경찰 전시회(New York State Police exhibit)의 새로운 

본거지, (5) 인디언 빌리지(Indian Village)를 위한 새로운 터틀 마운드 공연장(Turtle 

Mound performance venue), (6) 매력적인 연못이있는 오픈 페스티벌 그라운드, (7) 포장 

공사, 배수 시설, 조명 시설, 690 번 주간 고속도로(I-690)의 새로운 진입로 공사 등을 

포함한 박람회장 최대 규모의 주차장 개보수 완공 공사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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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 박람회장(State Fairgrounds)과 센트럴 뉴욕에게 있어 흥분되는 시간입니다. 

박람회장에서 진행되는 비박람회 사업이 Cuomo 주지사님께서 우리 시설에 투자하신 

이후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9년에 모든 기록이 다시 한번 경신되는 것을 보는 

일은 쉬운 일입니다.” 

 

뉴욕주 박람회(New York State Fair)의 Troy Waffner 디렉터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력한 성장을 위한 연료가 항상 여기에 있었습니다. 주지사님의 투자가 

연중 계속되는 사업이 새로운 차원으로 진화하는 불꽃이 되었습니다. 센트럴 뉴욕의 

우리 친구와 이웃을 돕는 기록적인 성장을 목격할 수 있는 또 다른 해를 기대합니다.” 

 

히츠 주식회사(HITS, Inc.)의 Tom Struzzieri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뉴욕 주를 위해 다른 박람회장 건물뿐만 아니라 멋지고 새로운 엑스포 센터(Expo 

Center)를 시장에 선보이기로 결정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는 약 40 년간의 

이벤트 생산 및 관리의 자연스러운 연장입니다. 저희는 이 중요한 사업을 시작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논다가 카운티의 Joanie Mahoney 카운티 행정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의 전략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오논다가 레이크(Onondaga Lake)의 서쪽 

해안은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미 방문객으로 붐비는 박람회장은 계속 발전하면서 

센트럴 뉴욕의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센트럴 뉴욕 성장(CNY Rising) 계획 촉진 

오늘의 발표는 강력한 경제 성장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이 지역의 종합 청사진인 

“센트럴 뉴욕 성장(C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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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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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Y Rising) 계획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5억 달러 투자는 민간 기업들이 25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도록 장려할 것이며, 이 

지역의 계획은 제출된 대로 최대 5,900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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