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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뉴욕주 박람회 연중 행사 참석자가 2017년 약 2배로 늘어났음을 발표  

  

박람회장 개선 및 확장에 대한 주지사의 역사적 투자 결과에 따라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비박람회 행사 참석자 증가  

  

관광산업을 후원하고,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고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이 지역의 종합 

전략인 “센트럴 뉴욕 부흥(Central NY Rising)” 계획을 보완하는 행사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2017년 뉴욕주 박람회장에서 주죄된 비박람회 행사 

참석자가 이미 2016년 총 참석자 수를 초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주말 시러큐스 

내셔널즈 클래식 자동차 쇼(Syracuse Nationals classic car show)에 참석한 약 

90,000명을 비롯하여, 이번 달 인기있는 승마 쇼(Horse shows) 두 개를 포함한 

비박람회 행사는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총 참석자 수를 560,929명으로 늘렸습니다. 

이는 이미 2016년 총 참석자 수인 529,000명을 초과하는 수치입니다. 2017년 상반기 

참석자 수는 작년 상반기 대비 42%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이 지역의 성공적인 

업스테이트 활성화 계획(Upstate Revitalization Plan)인 “센트럴 NY 부흥(Central NY 

Rising)” 계획을 보완하는 주지사의 역사적인 5,000만 달러 규모 혁신 계획의 직접적 

성과로써, 연중 지속되는 즐길거리를 선사하기 위해 올해 박람회장에서는 수많은 신규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람회 및 센트럴 뉴욕 투자로 인해 이미 지역 

경제가 더욱 튼튼해졌으며, 전례없는 참석자 수를 기록하였습니다. 이 새로운 수치는 

새롭게 개선된 박람회장이 연중 계속될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박람회장 현대화 및 

개선으로 인해 뉴욕주 박람회는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비수기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이번 여름에 개최될 박람회에서 13일간 계속된 이 원동력을 계속 이어 나갈 것을 

기대합니다.”  

  

박람회장 개선 투자의 결과로, 다수의 행사 주최자가 행사를 확장하여 추가 관중을 

끌어들이거나 박람회장에 새로운 행사를 추가하였습니다. 올해 박람회장에서 중국 등 



페스티벌(Chinese Lantern Festival), 시러큐스 스노우 크로스(Syracuse SnowCross), 

카와사키 시러큐스 스타디움 크로스(Kawasaki Syracuse StadiumCross), 시러큐스 맨 

쇼(Syracuse Man Show), 쥬라기 퀘스트(Jurassic Quest) 및 솔트 시티 바베큐(Salt City 

BBQ) 등의 신규 행사가 열렸습니다. 승마 쇼(Horse shows)에서 크래프트 음료 업계 

행사에 이르기까지, 약 140개 이벤트가 2017년 박람회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번 주말 시러큐스 내셔널(Syracuse Nationals)의 박람회장 행사 재개최로 센트럴 

뉴욕에 자동차 마니아 약 90,000명을 유치하였으며,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2017년 

비박람회 참석자를 약 2배로 늘렸습니다.  

  

주지사의 5,000만 달러 규모 2016년 박람회 개선 작업에는 신규 메인 게이트, 

미드웨이 지역 확장, 상하수도 및 전기 시설을 갖춘, 313대 수용 가능 신규 엠파이어 

RV 주자장(Empire RV Park)이 포함됩니다. 아울러, 유연한 신규 공원 공간과 다양한 

주차장 및 보행자 안전 개선 사항이 포함됩니다. 이번 개선 작업으로 뉴욕주 

박람회장이 미국 전역에서 보다 많은 행사와 방문객을 유치하고, 연중 내내 운영되는 

우수한 복합 용도 시설로서 보다 훌륭히 자리매김하도록 할 것입니다.  

  

오논다가 카운티의 Joanie Mahoney 카운티 행정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리더십 아래 박람회가 현대화 및 확장되어 연중 내내 뉴욕주 가족 모두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그 어느 때보다 비수기에 더 많은 행사와 쇼를 유치함으로써, 

센트럴 뉴욕은 그레이트 뉴욕주 박람회(Great New York State Fair)가 선사하는 모든 

경험을 즐기는 관광객들을 보다 많이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 전역의 모든 시민들께 

오논다가 카운티를 방문하여 올해 열리는 수많은 행사 가운데 하나에 참석하여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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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람회장에 등록한 수십 개 신규 이벤트와 더불어, 올해 가장 큰 이벤트 중 하나인 

시러큐스 내셔널즈 자동차 쇼(Syracuse Nationals Car Show)를 개최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주지사님의 전례없는 투자는 375에이커 규모의 부지를 모든 관광객의 

경험을 향상시키고 센트럴 뉴욕 경제를 활성화시킬 최고 수준의 시설로 변모시키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Troy Waffner 박람회 디렉터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람회장에서 예매할 수 있는 

모든 추가 행사로 인해 이보다 기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점점 더 많은 행사 개최자들이 

이곳에서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얻는 이익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참가율이 

높아지면서, 올해의 절반이 지났을 뿐인데도 작년에 개최된 비박람회 참가자 수와 

비교하여 올해 참가자 수가 두 배 증가하였습니다.”  

  

연중 행사 일정은 그레이트 뉴욕주 박람회(Great New York State Fair)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nysfair.ny.gov/entertainment/events-calendar.  

https://it1.cwnls.com/?action=link&url=https://nysfair.ny.gov/entertainment/events-calendar&id=1100PRES7458EDFD8CA2E61E85258160006F1C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그레이트 뉴욕주 박람회(Great New York State Fair)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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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하는 뉴욕주 박람회(New York State Fair)는 2017년 8월 23일부터 9월 4일까지 

진행됩니다. 이 박람회의 사명은 “FIND YOUR GREAT(최고 수준의 발견)”이라는 

주제를 통해 최고 수준의 오락거리를 제공하면서 최고의 뉴욕 농산물을 선보이는 

것입니다. 

  

그레이트 뉴욕주 박람회(Great New York State Fair) 개최지는 375 에이커의 전시 및 

오락 단지로서 연중 운영됩니다. 연중 행사 일정이 박람회 웹사이트에서 제공됩니다. 

Facebook에서 박람회 소식을 확인하고, Twitter에서 @NYSFair 팔로우, 

Snapchat에서 NYSFair를 검색해 보세요. Flickr.com/photos/nysfair에서 박람회 

사진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뉴욕 주민들은 그레이트 뉴욕주 박람회(Great New 

York State Fair)에 대한 자신의 아이디어를 statefairideas@agriculture.ny.gov 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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