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7/17/2015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ANDREW M. CUOMO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주지사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SYRACUSE NATIONALS 클래식클래식클래식클래식 자동차자동차자동차자동차 전시회가전시회가전시회가전시회가 향후향후향후향후 5년년년년 간간간간 NEW 

YORK STATE FAIRGROUNDS에에에에 남기로남기로남기로남기로 서명했다고서명했다고서명했다고서명했다고 발표발표발표발표 
 

주지사는주지사는주지사는주지사는 2015 Syracuse Nationals 클래식클래식클래식클래식 자동차자동차자동차자동차 전시회전시회전시회전시회 개장개장개장개장 당일당일당일당일 참석참석참석참석 
 

주지사는주지사는주지사는주지사는 올해의올해의올해의올해의 박람회에서박람회에서박람회에서박람회에서 새로운새로운새로운새로운 “I LOVE NY” State Fair 번호판번호판번호판번호판 발표를발표를발표를발표를 통해통해통해통해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관광사업을관광사업을관광사업을관광사업을 지원하겠다고지원하겠다고지원하겠다고지원하겠다고 발표발표발표발표 

 

뉴욕주는뉴욕주는뉴욕주는뉴욕주는 Fairgrounds를를를를 연중연중연중연중 명소로명소로명소로명소로 탈바꿈시키기탈바꿈시키기탈바꿈시키기탈바꿈시키기 위해위해위해위해 5천만천만천만천만 달러를달러를달러를달러를 투자할투자할투자할투자할 예정예정예정예정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전국 최대 규모의 클래식 자동차 전시회들 중 하나인 

Syracuse Nationals가 2019년까지 New York State Fairgrounds에 남아 있기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수천여 대의 클래식 자동차와 트럭들이 면적이 375에이커에 

달하는 Fairgrounds 곳곳에서 전시되는 Syracuse의 2015 Nationals 개장 당일 참석한 

주지사는 본 계약이 연장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오는 8월 27일부터 

선보이게 될 올 여름 State Fair의 개장일부터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맞춤형 버전인 “I 

LOVE NY” State Fair 번호판을 발표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New York State Fairgrounds가 앞으로 또 5년 동안 Syracuse 

Nationals 자동차 전시회의 중심이 된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계약은 이곳 Central New York의 가장 큰 매력들 중 하나를 유지하는 동시에 이 지역의 

성장하는 관광 산업의 위상을 높이는 또 다른 단계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계약과 Fairgrounds에 대한 강화된 초점은 이 경기장을 일년 내내 관광 명소로 

탈바꿈시키려는 2015-16년도 예산에 대하여 Cuomo 주지사가 발표한 5,000만 달러의 

주정부 투자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이 투자는 이 지역의 재개발을 위한 Onondaga 

카운티의 비전과 부합되고, Great New York State Fair 성공을 촉진할 것입니다. 작년만 

해도 연간 가장 큰 관람객들을 불러모음으로써 관람객 수는 일일 기준 2배를 기록했고 

이어 매출과 수익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농업진흥청(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Markets) 청장 Richard A. Ball은 “오늘의 

발표는 반가운 소식이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이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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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하는Syracuse Nationals의 장기적 노력과 함께 한 해의 사업인 Fairgrounds에 대한 

Cuomo 주지사의 5천만 달러 규모의 투자는 이 지역과 뉴욕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박람회의 가능성에 대한 증거입니다. 이곳을 연중 관광 명소로서의 확고한 부동적 

위치로 자리매김하게 하려면 사람들이 Plattsburgh부터 Long Island까지 우리에 대해 

알게 하는 것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이 새로운 박람회 기념 번호판은 현재 이뤄지는 이 

위대한 일들과 앞으로 될 일들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Syracuse National 클래식클래식클래식클래식 자동차자동차자동차자동차 전시회전시회전시회전시회 
 

지난 15년 동안, Syracuse Nationals 클래식 자동차 전시회는 더 많은 방문객들과 

소비인구를 Central New York으로 모으기 위해 8,000대 이상의 클래식 자동차와 

트럭으로 박람회를 채웠습니다. 이 3일 간의 행사는 Syracuse Convention & Visitors 

Bureau 당국이 Syracuse Nationals가 지역 경제에 1,300만 달러를 벌어줄 것으로 추정한 

2014년 한 해 동안 88,000명 이상의 관람객들을 모았습니다. 본 전시회의 소유주, Right 

Coast Association 및 Fairgrounds 간의 5년 임대 계약의 가치는 693,902달러에 

달합니다. 
 

Syracuse Nationals는 자동차 경주 아티스트 Kenny Youngblood와 영화 히트작 

“American Graffiti”에서 Debbie Dunham으로 활약한 여배우 Candy Clark 등 자동차 세계 

전역의 유명 인사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Syracuse Nationals는 State Fair 외에 지상에서 열리는 최대 행사입니다. 매년 여름마다 

3일 동안 Fairgrounds 내의 건물과 거리는 수백여 대의 클래식 차량들과 음식, 예술 및 

장비 업체들이 가득합니다. 이 자동차 전시회는 원래 자동차 작품에 대한 자선 경매 외에 

15개의 밴드와 DJ가 출연합니다. 작년에는 액수만 98,000달러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Syracuse Nationals의 일일 성인 입장권은 18달러입니다. 6세 ~ 12세 아동은 

8달러입니다. 5세 이하는 무료 입장입니다. 주차는 행사 기간 동안 무료입니다. 세부 

정보는 여기에 있습니다. 
 

Syracuse Nationals 소유주 및 홍보사인 Right Coast, Inc.의 Rob O’Connor는 “이 지역의 

Fairgrounds에서 벌어지는 변화를 기쁘게 생각하며, 이 박람회는 Syracuse Nationals의 

성장을 돕는 훌륭한 파트너가 되어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기 계약을 체결한 이유는 

바로 그 때문입니다. 이 Fairgrounds가 가는 방향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모두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CenterState CEO 겸 Central New York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 회장 

Robert Simpson은 “Syracuse Nationals는 Central New York에서 매 여름마다 열리는 

전통이며, 앞으로 7년 동안 Fair Grounds에 다시 남기로 합의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Syracuse의 최대 행사 중 하나이며, 이 새로운 합의는 Central New 

York 지역사회에 상당한 경제적 이점을 제공할 것입니다. Syracuse Nationals 등 세계 

정상급 행사를 통해, Visit Syracuse와 같은 파트너들은 Central New York에 대하여 

고유한 지역사회와 시설들을 선보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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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LOVE NY State Fair 번호판번호판번호판번호판 
 

이 최초의 I LOVE NY State Fair 번호판은 8월 27일(목)부터9월 7일(월)까지 올해의 

Great New York State Fair에서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 특수 번호판의 고해상도 이미지는 

여기에서 제공됩니다. 
 

8월 27일부터 뉴욕주 운전자들은 온라인(dmv.ny.gov)으로 ‘I LOVE NY’ State Fair 

번호판을 주문하거나 DMV 사무소 또는 Fairgrounds에서 DMV 전시 부스를 방문하여 

주문할 수 있습니다. 일반 번호판의 초기 비용은 $43.75이고, 맞춤형 번호판을 원하는 

경우에는 $75입니다. 연간 갱신 비용 중 5달러는 관광 마케팅에 사용하기 위해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Economic Development에 전달됩니다. 
 

‘I Love NY’ 번호판 외에도 DMV는 승용차와 상용차뿐 아니라 모터사이클을 위한 9개의 ‘I 

Love NY’ Adventure 맞춤형 번호판을 제공합니다. 번호판마다 사냥, 낚시 또는 공원 

휘장을 포함하는 디자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Adventure 번호판은 유효한 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스포츠 면허 또는 Parks Empire Passport를 소유한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Adventure 시리즈 및 기타 맞춤형 번호판에 대한 정보는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DMV 부국장 Tim Lennon은 “이 새로운 번호판은 올해의 연례 행사에 대한 자신의 평가를 

보여주기를 원하는 뉴욕시민들이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번호판은 

뉴욕의 국가적으로 인정 받은 State Fair의 멋진 수 많은 측면들을 예술적으로 

캡처합니다.” 
 

Empire State Development 관광 전무 이사인 Gavin Landry는 “이 새로운 번호판은 Great 

New York State Fair의 흥분을 기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번호판은 I LOVE NY 번호판 

시리즈에 완벽한 추가이며 174년을 맞는 뉴욕주 박람회 행사에 경의를 표합니다. “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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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