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8년 7월 5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2018년 그레이트 뉴욕주 박람회(GREAT NEW YORK STATE 

FAIR)의 입장권을 7월 9일부터 사전 판매한다고 발표 

 

2018년 박람회를 과거 어느 때 보다 저렴하게 즐길 수 있도록 대학생 및 캐나다인 

방문객을 위한 1 달러 입장권 

 

새로운 6,300만 달러 규모의 엑스포 센터(Exposition Center)에 얼음 이벤트가 포함된 

가장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라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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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CNY Rising)” 계획을 보완하는 박람회장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2018년 그레이트 뉴욕주 박람회(Great New York 

State Fair)의 입장권 사전 판매를 7월 9일 월요일에 시작할 예정이며, 뉴욕 주민과 

방문객에게 입장권을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할인 혜택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할인 혜택에는 대학 신분증을 소지한 대학 재학생들과 

더불어 8월 24-26일간의 캐내디언 프렌드십의 날(Canadian Friendship Days) 기간 

동안 합법적인 신분증을 소지한 모든 캐나다 시민권자의 무료 입장을 위해 매일 

발행하는 1 달러 입장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새로운 입장권 할인은 박람회에서 

제공하는 무료 및 할인 가격 기간의 긴 목록의 일부분입니다. 이 할인 혜택은 이미 

박람회 입장권 가격 중에서 가장 낮은 입장료를 자랑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년 열리는 그레이트 뉴욕주 박람회(Great New 

York State Fair)는 계속 관람 기록을 경신하고 있으며, 저렴하고 세계적인 수준의 오락 

거리로 전 세계 방문자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박람회장에 새로운 엑스포 센터(Expo 

Center)가 추가되고 과거 어느 때 보다 많은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이번 박람회는 

뉴욕의 센트럴 뉴욕이 제공하는 모든 것을 보기 위해 방문하는 기록적인 수의 

방문객들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올해 이 박람회를 통해 보스턴과 클리블랜드 사이의 뉴욕시 북부에서 가장 규모가 큰 

기둥이 없는 행사 공간인 6,300만 달러 규모의 새로운 엑스포 센터(Exposition 

Center)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 건물은 임시 아이스 링크와 뉴욕주 관광 산업을 

홍보하는 아이 러브 뉴욕(I Love New York) 프로그램의 대화형 전시물이 특징입니다. 

이는 센터 어브 프로그래스 빌딩(Center of Progress Building)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된 

작년 사례를 바탕으로 합니다. 매년 인기 몰이를 하는 모래 조각은 올해에도 역시 엑스포 

센터(Expo Center)로 이전하여 전시될 것입니다. 박람회측은 또한 하키, 피겨 스케이팅, 

스피드 스케이팅, 브룸볼 등과 같은 스포츠 경기의 토너먼트 및 전시회를 개최하기 위해 

다양한 그룹과 협력했습니다. 

 

박람회에서 가장 큰 주차장인 오렌지 주차장(Orange Lot)의 개조 공사 또한 박람회 

개최를 위해 정해진 일정 내에 제대로 완공될 것입니다. 이 주차장은 2,000 대의 추가 

차량을 위한 공간, 주차장 내의 교통 흐름 개선, 서쪽 방향의 690 번 주간 

고속도로(Interstate 690)로 나가는 새로운 출구 진입로 등이 특징입니다. 

 

박람회에 지속적으로 추가되는 이벤트들과 뉴욕의 다양성을 기념하기 위한 활동들이 

8월 24일 금요일부터 8월 26일 일요일까지 박람회장 서쪽 끝의 뉴욕 경험 페스티발 

박람회장(New York Experience festival grounds)에서 열리는 추가적인 새로운 라티노 

빌리지 주말(Latino Village Weekend) 행사와 함께 계속 이어집니다. 시러큐스의 라 

리가(La Liga)와 협력하여 제작된 이 스패니시 액션 리그(Spanish Action League)행사는 

라틴계 음악, 음식, 문화 등을 특징으로 합니다. 200 개가 넘는 식품 공급업체들이 

재미있고 독창적인 튀김 생산에서 채식주의자 및 유대인 음식인 코셔 제물(Kosher 

offering)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수의 상품 공급업체들이 

장신구에서 가정용품, 고가의 스파와 매트리스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박람회장 주변의 특별 공연에는 힐비(Hilby)와 같은 기간 산업, 거대한 대중을 

끌어들이는 재밌는 저글러, 고전적인 큰 규모의 서커스, 교육 동물 행동과 다른 행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람회의 다른 주요 행사에는 (1) 하루에도 여러 차례 전문가가 

유도하여 새끼를 낳는 것이 특징인 젖소 출산 센터(Dairy Cow Birthing Center), (2) 

Blondie, Ludacris, Smokey Robinson, Hunter Hayes, Hanson, Niall Horan 등의 공연을 

포함하여 이십여번이 넘는 전국 투어 공연을 선보인 셰비 코트 콘서트 무대(Chevy 

Court concert stage), (3) 더불어 개최하는 동물 축사 및 말 쇼. 

 

입장권 사전 판매 개시 

사전 판매 기간 동안 구입한 입장권은 박람회 기간 동안 게이트에서 10 달러의 입장료를 

40 퍼센트 할인받아 6 달러만 내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장일인 8월 22일과 

노동절(Labor Day)인 9월 3일에는 1 달러에 불과한 가격으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박람회는 8월 23일과 30일에 단지 3 달러만 내면 입장할 수 있게 해주는 3 달러 

목요일(Three Dollar Thursdays) 행사를 운영합니다. 이러한 날들에 해당하는 모든 

티켓은 7월 9일부터 박람회 온라인 사이트인 www.etix.com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http://www.etix.com/


 

 

약 90 번 탈 수 있는 웨이드 쇼스 미드웨이(Wade Shows Midway) 역시 할인 행사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주중 또는 주말 무제한 승차권은 각각 20 달러 및 25 달러에 판매될 

예정입니다. 박람회에서 사는 가격보다 5 달러 싼 가격에 할인됩니다. 웨이드 쇼스 메가 

패스(Wade Shows Mega Pass)는 매일 박람회의 무제한 승차를 허용합니다. 이 패스는 

www.WadeShows.com에서 온라인으로 70 달러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박람회에서 첫 

며칠 동안 판매하는 가격보다 20 달러가 저렴합니다. 웨이드 쇼스(Wade Shows)가 

박람회 기간 동안 제공하는 두 가지 프로모션 할인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8월 27일 

월요일에는 손목 밴드를 하고 미드웨이(Midway)를 10 달러에 10 번 탈 수 있습니다. 

노동절(Labor Day)의 달러의 날(Dollar Day)에는 1 달러를 내고 하루종일 탈 수 

있습니다. 브로드웨이 스카이라이너(Broadway Skyliner)의 승차권은 별도로 판매되며 

손목 밴드 프로모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전 판매로 구입할 수 있는 6 달러짜리 입장권은 또한 뉴욕주 전 지역의 모든 

웨그먼스(Wegmans), 탑스(Tops), 프라이스 차퍼(Price Chopper) 매장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소매점에서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일부 아울렛에서는 또한 주중에 하루종일 

사용할 수 있는 미드웨이 바우처(Midway voucher)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12세 이하 

어린이들은 매일 박람회 입장이 무료입니다. 저가 또는 무료 입장일에 사용된 티켓은 

환불이나 교환이 불가능합니다. 2017년 박람회 입장권을 온라인 또는 매장에서 구입한 

후 사용하지 않은 경우, 2018년 박람회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별 프로모션 티켓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박람회가 단체 무료 입장권을 제공하는 날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 낚시의 날(Family Fishing Days)인 8월 23일 목요일과 8월 26일 

일요일은 뉴욕주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C)와 공조하에 결정되었습니다. 게이트에서 기간이 유효한 뉴욕주 사냥 또는 

낚시 면허를 제시한 사람은 누구나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환경보존부(DEC)는 해당일에 뉴욕 체험 축제 박람회장(New York 

Experience festival grounds)의 연못에서 무료 낚시 클리닉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 노인의 날(Senior Days)인 8월 27일 월요일과 8월 28일 화요일. 60세 이상의 

노인분들은 무료 입장입니다. 

• 법 집행의 날(Law Enforcement Day)인 8월 27일 월요일. 유효한 신분증을 

지참한 모든 뉴욕주 경찰 및 교도관들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 소방 구조의 날(Fire and Rescue Day)인 8월 28일 화요일. 유효한 신분증을 

지참한 모든 뉴욕주 소방서 및 응급 서비스 대원들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 군인의 날(Armed Forces Day)인 8월 30일 목요일. 유효한 신분증 또는 DD-

214를 지참한 모든 현역이나 퇴역 군인들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 여섯 나라의 날(Six Nations Day)인 8월 31일 금요일. 이로쿼이 부족의 모든 

부족원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http://www.wadeshows.com/


 

 

• 시러큐스 대학교 풋볼의 날(SU Football Day)인 8월 31일 금요일. 풋볼 시즌이 

시작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 시러큐스 대학교(Syracuse University) 유니폼을 

입을 경우, 입장료가 1 달러입니다. 

 

2017년 박람회에서 사용하지 않은 사전 판매 티켓은 올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료 

티켓이나 프로모션 티켓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레이크뷰 소재 세인트 조셉 헬스 

원형극장(St. Joseph's Health Amphitheater)에서 2018년에 개최되는 모든 콘서트 

티켓을 박람회장 게이트에서 제출할 경우 무료 입장권 한 장을 받게 됩니다. 

 

Troy Waffner 박람회 디렉터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점점 더 많은 

관람객들을 미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주립 박람회에 유치하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할인 

혜택은 그것을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많은 대학생들이 먼 곳에서 업스테이트 

뉴욕까지 옵니다. 박람회에서 즐기는 하루는 대학생들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이해하고 

즐기기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북부 국경을 넘어 우리 캐나다 

친구들에게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도 우리의 긴밀한 우정이 계속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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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람회 관람객의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해를 맞이한 가운데, 우리는 이번 여름에 

활력을 되찾은 박람회와 새로운 엑스포 센터(Expo Center)의 문을 활짝 열어 놓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이 센터는 농업 홍보를 지속하는 동시에 많은 훌륭한 행사와 활동 등을 

개최할 것입니다. 이 새로운 할인 행사의 날은 방문객을 더 많이 유치할 수 있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그레이트 뉴욕주 박람회(Great New York State Fair)를 방문하는 모든 

분들이 즐길만한 진정한 가치가 있습니다.” 

 

오논다가 카운티의 Joanie Mahoney 카운티 행정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의 뉴욕 주립 박람회(New York State Fair)에 대한 투자로 계속 수십만 명의 신규 

방문객을 유치하고 센트럴 뉴욕 경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전시품, 사전 판매 

입장권의 특별한 가격, 특히 유명한 새로운 엑스포 센터(Expo Center) 덕분에 올해의 

박람회가 최고가 될 것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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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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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 박람회(New York State Fair)는 2018년 8월 22일부터 9월 3일까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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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 사이트에서 제공됩니다. 

페이스북(Facebook)에서 그레이트 뉴욕주 박람회(Great New York State Fair) 소식을 

확인하고, 트위터(Twitter)에서 @NYSFair 를 팔로우하며, 스냅챗(Snapchat)에서는 

nysfair에서 소식을 확인하고, 박람회 사진은 플릭커(Flickr)의 박람회(Fair)에서 

즐기시기 바랍니다. 뉴욕 주민은 또한 그레이트 뉴욕주 박람회(Great New York State 

Fair)에 대한 아이디어를 다음 웹 사이트를 통해 보내실 수 있습니다. 

statefairideas@agriculture.ny.gov.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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