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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드류 M. 쿠오모 | 주지사  

쿠오모 주지사가 시러큐스 내셔널스 클래식 자동차 쇼가 뉴욕 주 박람회장으로 

돌아온다고 발표했습니다 

 

주 박람회장이 5,000만 달러의 전환 공사에 따른 신규 메인 게이트와 그 밖의 주요 구성 

부분을 처음 공개합니다 

 

자동차부에서 여러 해에 걸친 뉴욕 주 자동차 번호판 기념 포스터를 발표합니다 – 여기를 

보세요 

 
 

오늘 앤드류 M. 쿠오모 주지사가 이번 주말인 7월 15일부터 7월 17일까지 시러큐스 

내셔널스 클래식 자동차 쇼가 뉴욕 주 박람회장으로 돌아온다고 발표했습니다. 수천 

대의 클래식 자동차들과 수천 명의 판매업자들과 자동차 마니아들이 참석하는 시러큐스 

내셔널스는 국내 최대의 클래식 자동차 쇼 중 하나입니다. 작년에는 3일 동안의 행사 

기간에 90,000명 이상이 방문했으며, 방문객 지출액 1,300만 달러가 센트럴 뉴욕 경제에 

기여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뉴욕 주 박람회는 한 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뉴요커들을 즐겁게 해주었으며, 5,000만 달러 규모의 전환 공사를 통해서 박람회장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최고 수준의 인기 행사와 방문객들을 유치할 것입니다. 시러큐스 

내셔널스 클래식 자동차 쇼는 박람회장의 주요 개선사항을 보여줄 것이며, 저와 같은 

수천 명의 클래식 자동차 마니아들을 이 지역으로 끌어들일 것입니다. 모든 방문객들이 

센트럴 뉴욕에서 제공하는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오래 머물기를 바랍니다.” 

 

내셔널스 행사는 그레이트 뉴욕 주 박람회장을 위한 쿠오모 주지사의 5,000만 달러 

규모의 전환 공사 계획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개장에 맞추어 진행될 것입니다. 개선 

사항에는 완전히 새로운 메인 게이트, 새롭게 확장된 미드웨이 구역, 그리고 지하수, 

하수도 및 전기 서비스가 구비된 완전히 새로운 315대 규모의 엠파이어 RV 파크가 

포함됩니다.  

 

주 농업부 커미셔너 리차드 A. 볼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센트럴 뉴욕에서 

진행되는 최대 행사 중 하나이자 여름의 진정한 하이라이트인 시러큐스 내셔널스 클래식 

자동차 쇼를 올해 다시 주최하게 되어 감격스럽습니다. 수만 명의 자동차 마니아들이 

이번 주말에 박람회장을 방문함에 따라, 우리는 박람회장에 대해 시행된 모든 흥미로운 

업그레이드 사항을 보여드리기를 고대합니다. 이 전례 없는 투자는 365에이커의 

https://dmv.ny.gov/dmv/ny-vintage-plates
https://dmv.ny.gov/dmv/ny-vintage-plates


부동산을 최고 수준의 시설로 변화시키도록 돕고 있으며, 이러한 변경 사항들은 박람회 

참석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방문객들의 경험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박람회 디렉터 대행 트로이 와프너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시러큐스 

내셔널스가 다시 박람회장에 온 것을 환영하며, 90,000명 이상이 방문하는 이 우수한 

클래식 자동차 쇼가 돌아오는 바로 그 기간에 우리의 모든 새로운 개선 사항을 처음으로 

보여주게 되어 흥분됩니다. 우리의 새로운 RV 파크 및 확장된 미드웨이와 함께, 굉장한 

클래식 자동차들을 전시할 훨씬 더 많은 공간이 있으며, 방문객들이 이전에는 제공받지 

못한 환상적인 편의시설들을 제공받도록 보장합니다.” 

 

자동차부 상임 부커미셔너 테리 에간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자동차부는 센트럴 

뉴욕에서 가장 훌륭한 볼거리 중 하나인 시러큐스 내셔널스에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뉴요커들이 맞춤 번호판은 물론이고 빈티지 및 역사 관련 번호판으로 우리 

주에 대한 그들의 자부심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흥미로운 행사를 개시하고, 뉴욕 주 전역에서 온 방문객들과 개인적으로 

교류할 것을 고대하고 있으며, 주말이 지나더라도 이것은 분명히 기억날 행사가 될 

것입니다.” 

 

작년에 쿠오모 주지사는 시러큐스 내셔널스와 5년 기간의 계약 연장을 발표했으며, 이는 

세계 수준의 자동차 쇼가 2019년까지 센트럴 뉴욕의 뉴욕 주 박람회장에 계속 남아 

있도록 보장하고, 우리 지역의 성장하는 관광 산업 면모를 강화시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제공됩니다.  

 

뉴욕 주 박람회장 

 

375에이커의 뉴욕 주 박람회장은 1890년에 처음 개장한 이래 가장 중대한 전환 공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의 5,000만 달러 투자 계획은 여러 방면으로 

박람회장을 재생시키고 있으며, 박람회 방문객들의 경험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 지역을 

위해서 보다 큰 경제적 혜택을 제공합니다. 개선 사항에는 그 아치가 1900년에 박람회 

방문객들을 마중했던 캐리지 게이트를 연상시키는 극적이고 새로운 메인 게이트, 

이전보다 더 많은 놀이 기구를 수용하고, 휴대폰 충전소와 휴식 공간으로 방문객 경험을 

향상시키는 보다 큰 15에이커의 웨이드 쇼즈 미드웨이, 그리고 지하수, 하수도 및 전기 

서비스가 구비된 완전히 새로운 315대 수용 규모의 엠파이어 RV 파크가 포함됩니다. 

아울러, 여기에는 새롭고 융통성 있는 공원 공간과 다양한 주차장 및 보행자 안전 개선 

사항이 포함됩니다. 이 개선 사항들은 국가 전역으로부터 보다 많은 행사와 방문객을 

유치할 수 있고, 연중 내내 운영되는 우수한 복합 용도 시설로서 보다 좋은 지위를 뉴욕 

주 박람회장에 부여할 것입니다. 재생 공사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제공되며, 

렌더링은 여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시러큐스 내셔널스 클래식 자동차 쇼 

 

제17회 시러큐스 내셔널스 행사 동안, 미국과 캐나다에서 8,000대 이상의 아름답고 

http://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syracuse-nationals-classic-car-show-signs-five-year-extension-remain
http://nysfair.ny.gov/about/revitalization/
https://www.flickr.com/photos/nysfair/sets/72157668784209846/


특유한 클래식 자동차들이 3일에 걸쳐 아름다운 뉴욕 주 박람회장에 모여들며, 이는 

그레이트 뉴욕 주 박람회를 제외하고는 이 박람회장에서 진행되는 가장 큰 행사입니다. 

중고품 시장, 카 코랄, 우먼즈 월드, 미니 내셔널스, 라이브 뮤직, 400 밴더즈, 기술 세미나, 

가솔린 앨리 및 “old skool roundup”은 이 쇼에서 체험하고 볼만한 단지 몇 가지 일부일 

뿐입니다. 시러큐스 내셔널스는 자동차 세상 전반에 걸쳐 연예인들도 유치하며, 이는 

행사가 모든 가족들을 위해서 재미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제공됩니다. 

 

시러큐스 내셔널스의 소유자 겸 프로모터인 Right Coast, Inc.의 롭 오코너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희의 제17회 연례 클래식 자동차 쇼를 위해서 다시 이 박람회장으로 

돌아오게 되어 흥분이 됩니다. 이 박람회장은 오랜 기간 동안 훌륭한 파트너였으며, 

박람회장에 발생된 변화들은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 변화들은 방문객들의 경험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저희에게도 장래에 시러큐스 내셔널스 행사를 성장시키기 위한 

커다란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동차부의 참여 

 

뉴욕 주 자동차부가 고객 서비스 거래를 제공하고, 빈티지 및 역사 관련 번호판을 

홍보하기 위해서 박람회장에 참여할 것입니다. Center of Progress 빌딩에 있는 자동차부 

전시장에서는 비전 테스트도 제공하고, 지역 사무소 방문 예약, 장기 기증 프로그램 등록, 

그리고 차량 등록이나 자동차면허를 갱신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자동차 

마니아들은 부스에서 맞춤 번호판을 주문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서비스들은 

자동차부 서비스의 효율성을 능률화하고 증대시키기 위해서 2012년에 쿠오모 주지사가 

이 부서 전반에 걸쳐 지시한 자동차부 고객 서비스 이니셔티브의 일환입니다. 

 

아울러, 자동차부는 최초로 여러 해에 걸친 뉴욕의 빈티지 번호판을 보여주는 새로운 

포스터(공급이 지속되는 동안)도 고객들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이 11인치 x 17인치 

포스터는 뉴욕주 자동차 번호판의 변화 과정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며, 1901년에 

최초로 소유자에게 제공된 번호판, 1986년의 적색, 백색 및 청색 “Liberty” 번호판 등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그 밖에, 시러큐스 내셔널스를 기념하는 한정된 수의 전시 번호판이 

자동차부 전시장 방문객들에게 제공됩니다.  

 

클래식 자동차 마니아들은 빈티지 및 역사 관련 번호판을 차량에 장착하는 것에 관해 더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빈티지 번호판들은 차량이 제조된 연도에 뉴욕 주가 

발행한 원본 번호판들입니다. 1991년 이전에 제조되었고, 일상 교통 수단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수집품이나 전시품으로 사용되는 자동차는 빈티지 번호판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역사 관련 번호판들은 올해보다 25년 이전에 제조되었고, 일상 교통 수단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수집품이나 전시품으로 사용되는 자동차에 대해서 자동차부가 

발행하는 새로운 번호판입니다. 빈티지 번호판과 역사 관련 번호판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여기 및 여기에서 제공됩니다.  

 
 

http://www.rightcoastcars.com/index.php
https://dmv.ny.gov/dmv/ny-vintage-plates
https://dmv.ny.gov/dmv/ny-vintage-plates
https://dmv.ny.gov/node/1501
https://dmv.ny.gov/apply-historical-pl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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