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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가 2016 년 그레이트 뉴욕주 박람회를 홍보하기 위한 마케팅 캠페인을
발표했습니다

주 전역에 걸쳐 미디어 시장에서 진행될 박람회 홍보를 위한 사상 최초의 텔레비전 상업 광고
Cuomo 주지사가 오논다가 컵 및 호수 축제 개막식에서 업스테이트 경제 재건 강조
Cuomo 주지사와 시러큐스 미디어 그룹이 Jim and Juli Boeheim Foundation 과 암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서 “주지사 배” 대회에서 경쟁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새롭게 재단장된 주 박람회장에서 진행될 2016 년 그레이트
뉴욕주 박람회를 위한 마케팅 캠페인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이 캠페인에는 박람회를
홍보하기 위해서 주 전역에 걸쳐 방영될 사상 최초의 텔레비전 광고도 포함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 발표를 하는 한편, 오늘 센트럴 뉴욕을 방문해서 처음에는 주 박람회장에서
시러큐스 내셔널즈 자동차 쇼를 관람하고, 그 다음에는 오논다가 컵 및 호수 축제 개막식의
일환으로 Jim and Juli Boeheim Foundation 을 지원하기 위한 “주지사 배” 보트 경주에
참가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박람회는 뉴욕주의 풍부한 역사의 중심적
일부입니다. 시러큐스 내셔널즈 클래식 자동차 쇼부터 라이브 공연과 끝이 없는 전시회들에
이르기까지, 이 박람회장은 그 방문객들의 가슴과 마음을 오랫동안 사로잡았습니다. 이
새로운 캠페인은 최근의 개선사항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다가올 세대들을 위해서 이
박람회가 유서 깊은 전통으로 남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박물관을 재단장하고, 오논다가
호수를 다시 살리기 위한 우리의 투자들이 이 지역을 위해서 강력한 경제적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으며, 레가타의 재현은 센트럴 뉴욕의 성공 스토리에 있어서 다음 장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2016 년 주 박람회를 홍보하기 위한 사상 최초의 텔레비전 광고
주 전역의 거주자들이 2016 년 그레이트 뉴욕주 박람회에 참석하도록 권장하기 위해서,
주에서는 올해 주 박람회장의 중대한 변화를 강조하는 마케팅 캠페인을 개시하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에는 올 여름 후반에 주 전역에 걸쳐 미디어 시장에서 방영될 텔레비전 상업 광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 박람회가 주 전역에 걸쳐 텔레비전 상업 광고로 홍보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는 이번
시즌에 방문객 1 백만 명 달성이라는 주지사의 목표를 달성하기 쉽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2016 년 그레이트 뉴욕주 박람회 테마는 “Find Your Great”이며, 이는 다양한 인기물에
대해서 “Find Your…”를 되풀이되는 테마로 사용함으로써 우리 주 박람회를 다른 모든
박람회들과 차별화시킵니다. 올해 박람회는 8 월 25 일부터 9 월 5 일까지 진행됩니다. 사전
판매 티켓은 여기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이 캠페인은 보다 광범위한 홍보를 제공하고 통상적으로는 박람회에 의해서 공략 대상으로
되지 않는 시장에서 광고하기 위해서, 박람회의 연례적인 마케팅 캠페인을 보완할 것입니다.
캠페인에는 텔레비전, 라디오, 전문 인쇄물 및 디지털 광고와 아울러, 박람회 웹사이트와
휴대폰 앱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포함됩니다.
올해의 주 박람회는 작년에 Cuomo 주지사가 발표한 재단장 계획에 따라, 완전히 재단장된
375 에이터의 주 박람회장에서 진행됩니다. 주지사의 5,000 만 달러 투자 계획은 박람회
방문객들이 경험하는 질을 향상시키고, 이 지역을 위해서 더 큰 경제적 혜택을 제공합니다.
개선 사항에는 그 아치가 1900 년에 박람회 방문객들을 마중했던 캐리지 게이트를
연상시키는 극적이고 새로운 메인 게이트, 이전보다 더 많은 놀이 기구를 수용하게 될 더 커진
15 에이커의 웨이드 쇼즈 미드웨이, 휴대폰 충전소와 휴식 공간을 구비한 현대화된 방문객
경험, 그리고 지하수, 하수도 및 전기 서비스가 구비된 완전히 새로운 315 대 수용 규모의
엠파이어 RV 파크 또한 포함됩니다. 아울러, 새로운 박람회장에는 새롭고 탄력적인 공원
공간과 다양한 주차 및 보행자 안전 개선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모든 것들은 뉴욕주
박람회장이 국가 전역으로부터 보다 많은 행사와 방문객을 유치할 수 있고, 연중 내내
운영되는 복합 용도의 우수한 시설로서 보다 잘 자리매김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재생
공사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제공되며, 렌더링은 여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논다가 컵 및 호수 축제 개막식에서의 주지사 배 대회
오논다가 컵 및 호수 축제 개막식 개시 행사로, Cuomo 주지사가 시러큐스 미디어 그룹 사장
Tim Kennedy, 오논다가 카운티 임원 Joanie Mahoney, Juli Boeheim 및 그 밖의 현지
참가자들에 대항해서 8 인승 카누를 타고 행정부 공무원 팀을 이끌었습니다. 이 경주에는
뉴욕주의 혜택 받지 못한 아동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Jim and Juli Boeheim Foundation 에
1,000 달러를 기부하고, 암 연구 및 지원을 위한 자금을 제공하기로 하는 내기가
포함되었습니다. 경주 후, 양 팀 모두가 각자 1,000 달러를 기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주지사 배는 오논다가 컵 및 호수 축제에서 하루 종일 진행되는 일련의 활동 중에서 맨 먼저
진행되는 행사였습니다. 이 날의 행사에는 조정, 카약 및 패들 보트 대회가 포함되었고,
아울러 음식, 음료 및 와인 시음회 등이 포함된 축제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행사의 일환으로
너비가 61 피트이고, 무게가 11 톤이나 나가는 세계에서 가장 큰 고무 오리(rubber duck)도
호수에 띄워졌습니다.
오논다가 카운티 임원 Joanie Mahoney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오논다가
카운티와 센트럴 뉴욕 전부에 대해 지칠 줄 모르는 전념을 보여주었습니다. 업스테이트
활성화 계획에 따라 우리 경제의 모멘텀을 가속화시키기 위해 5 억 달러를 지원한 것부터, 주

박람회장을 재단장하기 위해서 5,000 만 달러를 투자한 것에 이르기까지, Cuomo 주지사는
우리 지역 부활의 필수적 일부인 낙관론의 급증을 가져왔습니다. 오늘의 레가타는 놀라운
전통의 시작이며, 저는 다가올 많은 연도 동안 주지사 배 대회에 참가할 것을 고대합니다."
시러큐스 미디어 그룹 사장 Tim Kennedy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의 대회는 오논다가
호수의 부활을 알리고, Jim and Juli Boeheim Foundation 과 Onondaga Lake Conservation
Corps 양 기관의 중요한 업무를 지원하는 데 적합한 방법이었습니다. 주지사 배 대회는
오논다가 컵 및 호수 축제 개막식의 훌륭한 추가 행사였으며, 이 활기찬 경기는 센트럴 뉴욕의
중대한 문화적, 역사적 활력을 진정으로 기념했습니다.”
하나의 8 인승 카누로 경주를 펼친 각 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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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Kelly Cummings, 비서실 차장 겸 시니어 어드바이저
Alphonso David, 주지사 자문관
Robert Mujica, 뉴욕주 예산 디렉터
Matthew Driscoll, 주 교통부 커미셔너
Stephanie Benton, 주지사실 디렉터
뉴욕주 경찰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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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 Kennedy, 시러큐스 미디어 그룹 사장
Juli Boeheim, SU 농구 코치 Jim Boeheim 의 아내 겸 Jim & Juli Boeheim
Foundation 부회장
Jim Bright, Dunk & Bright Furniture Co. 사장
Jim Fox, O'Brien & Gere Cos. 최고경영자
Joanie Mahoney, 오논다가 카운티 임원
Jason Smoral, Syracuse Chiefs 제너럴 매니저
Al Stirpe, 주 하원의원

오논다가 컵 및 호수 축제는 이야기로 전해오는 전통을 재현하고, 20 년래에 처음으로
시러큐스 레가타(regatta)를 진행합니다. 시러큐스 대학교의 대표팀이 오논다가 카운티에
있는 자신들의 고향 호수에서 진행된 1978 년 Intercollegiate Rowing Association 의 내셔널
챔피언십에서 우승했었습니다. 1990 년대에는 IRA 레가타 대회가 뉴저지주 캠던으로
이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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