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년 8월 14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2017년 그레이트 뉴욕주 박람회(GREAT NEW YORK STATE FAIR)를 

위한 새로운 행사 및 활동 발표  

  

뉴욕주의 특별한 면을 활용하는 새로운 특별 행사  

  

미드웨이(Midway)의 새로운 특징: 브로드웨이 스카이라이너 체어리프트 탑승(Broadway 

Skyliner Chairlift Ride) 및 새로운 물 미끄럼틀 타기(Water Flume R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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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CNY Rising)” 계획을 보완하는 투자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2017년 그레이트 뉴욕주 박람회(Great New York 

State Fair)를 위한 다음과 같은 새로운 행사 및 활동을 발표했습니다. (i) 새로운 장소에서 

전시하는 인기있는 뉴욕 주립 경찰 전시회(New York State Police exhibit), (ii) 가족 

낚시의 날(Family Fishing Day) 및 팀버 스포츠의 날(Timber Sports Day)과 같은 새로운 

주요 행사, (iii) 브로드웨이 스카이라이너 체어리프트 탑승(Broadway Skyliner chairlift 

ride)과 같은 새로운 미드웨이 탑승(Midway rides) 및 오락거리. 개선 사항들이 담긴 긴 

목록을 통해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주립 박람회를 활성화하려는 Cuomo 주지사의 1억 

2,000만 달러 규모의 계획을 토대로 하여 지역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매력적인 관광지를 만들기 위한 공약을 실천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 ’예전과 똑같이 오래되고 식상한’ 주립 박람회의 

시대는 저물었습니다. 박람회장 곳곳에 새로운 에너지가 가득합니다. 우리는 박람회를 

전국적으로 매력적인 행사로 만드는 한편, 이 지역에 일년 내내 경제적인 원동력을 

제공하기 위해 이 시설을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 추진력을 

추가하여 센트럴 뉴욕이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박람회는 오랜 역사를 거치면서 올해 가장 성공적인 해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박람회장에서 중요한 장소들을 대대적으로 변경한 후, 관람객 112만 명이 참석하여 이전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주지사의 2 단계 재활성화 계획을 기반으로 



합니다. 첫 단계는 박람회에 새롭고 아름다운 메인 게이트(Main Gate)를 설치한 후, 

향상된 프로그램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박람회 후에 시작하는 두 번째 

단계는 주차 공간을 늘려서 주차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박람회를 위해 최대 규모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더불어 현재 이 지역에 들어올 수 없는 주요 연중행사를 유치하기 

위해 새로운 엑스포 센터(Expo Center)를 만드는 일이 포함됩니다.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의 리더십에 따라, 그레이트 

뉴욕주 박람회(Great New York State Fair) 현장은 일년 내내 가족들이 오락을 즐기고 

전국적인 규모의 활동 및 행사를 유치하며 지역 경제와 더불어 뉴욕주의 농업도 

성장시키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뉴욕 여성들의 성취를 기리는 올해의 여성의 날 오찬 

행사(Women's Day Luncheon) 연설을 기회 삼아, 저는 다시 한 번 제가 가장 좋아하는 

행사장들과 새롭게 시작한 수많은 행사장을 모두 방문하기를 원합니다.”  

  

프로젝트 1 단계의 마지막 두 가지 요소를 2017년 박람회에서 선보일 예정입니다.  

  

박람회의 가장 인기있는 행사 중 하나인 뉴욕 주립 경찰 전시회(New York State Police 

Exhibit)는 창설 100 주년을 기념하여 원예관(Horticulture Building) 근처의 새로운 장소로 

이전했습니다. 2 동의 건물이 포함된 이 구역은 주립 경찰관들이 매일 하강 기술을 

시연할 때 사용하게 될 새로운 철탑을 포함하도록 개보수되었습니다. 이 건물들 중 

하나인 통나무집 안에서 박람회장을 찾은 관람객들은 운전 도중에 하는 문자 메시지의 

위험성과 법의학 범죄 현장을 시연하는 시뮬레이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순직한 주립 경찰관들을 위한 명예의 벽(Wall of Honor)과 주립 경찰관 시험에 등록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합니다. 다른 건물에서는 주립경찰 창설 100 주년(Troopers' 

Centennial)을 기념하는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주립 경찰견들은 공연과 공연 

사이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냉방 시설이 갖추어진 새로운 휴식 공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박람회 관람객들이 즐기는 모든 흥미진진한 공연들이 다시 재개될 

예정입니다.  

  

인디언 빌리지에서는 새로운 터틀 마운드(Turtle Mound)가 매일 세 번씩 열리는 전통 

무용의 무대가 됩니다. 이 언덕은 이로쿼이족에게 신성한 동물인 거북이 모양으로 

구축되었습니다. 이 빌리지는 또한 빌리지의 건물들과 다른 개보수 시설용으로 새로운 

지붕을 받아 설치했습니다.  

  

새로운 특별 행사  

  

가족 낚시의 날(Family Fishing Day) 및 “아이 피쉬 뉴욕(I Fish New York)” 행사  

뉴욕주에서 낚시에 헌정된 날인 8월 27일, 오논다가 레이크(Onondaga Lake)에서 

토너먼트 대회를 개시합니다. 아이 러브 뉴욕(I LOVE NEW YORK) 프로그램이 후원하는 

“아이 피쉬 뉴욕(I Fish New York)” 행사에는 뉴욕주 전 지역에서 온 농어 낚시꾼 

스포츠맨 협회(Bass Anglers Sportsman Society, B.A.S.S.) 지부의 회원들이 참가하여 

오전 7시부터 오전 11시까지 가장 큰 월척을 낚기 위해 경쟁하게 됩니다. 이후 일정은 



공식적인 무게 확인을 위해 박람회장의 뉴욕 체험 구역(New York Experience area)으로 

이동한 후, 엠파이어 체험 무대(Empire Experience Stage)에서 챔피언을 선정합니다. 

동시에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는 뉴욕 체험 구역(New 

York Experience Area) 연못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무료 낚시 체험 행사를 

주최합니다. 모든 연령대의 어린이와 모든 기술 수준의 낚시꾼의 참여를 권합니다. 농어 

낚시꾼 스포츠맨 협회(B.A.S.S.) 보트들이 다양한 종류의 낚시 도구 및 장비와 함께 이 

구역에 전시될 것입니다. 아이 러브 뉴욕(I LOVE NEW YORK) 여행용 POD 또한 

거기에서 뉴욕주 휴가지 여행 계획을 위한 여행 정보 및 권장 사항을 제공할 것입니다.  

  

유효한 스포츠 면허를 입장 시 제시하는 관람객들은 8월 27일 박람회를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참석자들은 또한 사냥 또는 낚시 면허 구입을 위해 환경보존부 

파빌리온(DEC Pavilion)에 들러보는 것이 좋습니다. 박람회에서 스포츠 면허를 구입한 

모든 사람은 그레이트 뉴욕주 박람회(Great New York State Fair) 평생 입장권을 얻을 수 

있는 무작위 추첨에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팀버 스포츠(Timber Sports) 및 임업의 날(Forestry Day)  

뉴욕 체험 구역(New York Experience Area)의 9월 2일 행사는 뉴욕주의 임업을 

조명하는 흥미로운 행사가 될 것입니다. 짐수레 말의 시연은 오전 10시 30분에 

시작합니다. 뉴욕주립대학교 환경 과학 및 임업 대학(State University of New York 

College of Environmental Science and Forestry, SUNY-ESF), 뉴욕주립대학교 모리스빌 

캠퍼스(SUNY Morrisville), 폴 스미스 칼리지(Paul Smiths College)의 대학부 팀버 스포츠 

팀들은 가로 켜는 톱 및 활톱, 도끼 던지기, 땅에 놓인 통나무 쪼개기, 통나무 굴리기, 

스피드 클라이밍, 그리고 기타 행사 등에서 경쟁하게 됩니다. 뉴욕주 우즈맨(New York 

State Woodsmen)의 분빌 필드 에이즈(Field Days of Boonville)의 호의에 따라 전문 

벌목꾼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임업 분야에서 경력을 

쌓을 수 있으며 어른들은 나무에 대한 위협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버논-베로나-셰릴 

교육청의 미국 농업 교육 진흥회(Future Farmers of America, FFA) 지부는 실제 메이플 

시럽 샘플과 메이플 경작 전시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람회장의 서쪽 끝에 위치한 뉴욕 체험 구역(New York Experience area)의 행사는 

시보레(Chevrolet)가 후원하는 박람회에서 계속 운행되는 무료 전차를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여성 참정권 100 주년 전시회(Women's Suffrage Centennial Exhibit)  

100년 전, 여성들은 뉴욕주에서 투표권을 쟁취했습니다. 이 이정표를 기념하는 전시회는 

박람회 전체의 아트 앤드 홈 센터(Art & Home Center)에서 전시할 예정입니다. 이 

전시회에서는 뉴욕 주립 박물관(New York State Museum)의 차기 전시회인 “여성을 

위한 투표(Votes For Women): 뉴욕의 참정권 100 주년을 축하하는(Celebrating New 

York's Suffrage Centennial)” 여행 패널들과 참정권 운동 지도자들을 소개하는 패널들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아이 러브 뉴욕(I LOVE NEW YORK) 프로그램 및 역사를 통하는 

길(Path Through History) 프로그램은 여성 권리를 더욱 탐색하고 투표권을 쟁취하려고 



거의 70년간 치러온 오랜 전투가 발행한 뉴욕주 전 지역의 13 개 대상 지역을 보여주는 

지도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 전시회는 또한 주요 참정권 운동 문서의 복제본과 더불어 

여성 참정권을 보편적으로 만든 미국 헌법 제 19차 개정안의 100 주년을 기념하는 섬유 

예술 공동 프로젝트인 수잔 비. 앤소니 하우스(Susan B. Anthony House)의 2020 퀼트를 

전시할 예정입니다.  

  

8월 30일 여성의 날(Women's Day), Kathy Hochul 부지사는 엠파이어 룸(Empire 

Room)에서 개최될 연례 여성의 날 오찬(annual Women's Day luncheon)에서 기조 

연설을 할 것입니다. 오찬 예약은 필수이며 제한된 좌석으로 인해 되도록 빨리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은 20 달러이며 오찬, 박람회 입장권, 주차비 등이 포함됩니다. 보다 

상세한 정보는 315-487-7711 내선 번호 1265번으로 전화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Hochul 부지사가 의장직을 맡은 뉴욕주 여성 참정권 위원회(New York State Women's 

Suffrage Commission)는 오후에 전시실에서 회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중요 자원과 

관련된 여성들에 대한 정보 박람회는 당일 셰비 코트 파빌리온(Chevy Court 

Pavilion)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8월 30일 오후 6시에 시작되는 이 박람회의 스페셜 데이 퍼레이드는 Susan B. Anthony 

및 Matilda J. Gage의 역할을 재연하는 배우들이 이끌게 됩니다. 그들은 뉴욕주 전 

지역에서 모여든 걸 스카우트 단(Girl Scout troops)의 대원들과 합류하게 됩니다. 

박람회는 여성의 날(Women's Day)을 맞아 모든 걸 스카우트와 그 리더들을 무료로 

입장시킵니다. NYPENN 패스웨이 협의회(NYPENN Pathways Council)의 단원 리더들은 

티켓을 받기 위해 1-800-943-4414 내선 번호 2093 번으로 전화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의 

다른 단원 리더들은 박람회 홍보 사무국(Fair's Public Relations Office)에 315-487-7711 

내선 번호 1377번으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참정권 100 주년을 기념하는 걸 스카우트 

패치가 참정권 100 주년 전시회(Suffrage Centennial Exhibit)에 전시될 예정입니다.  

  

아이 러브 뉴욕 전시회(I LOVE NEW YORK Exhibit)  

뉴욕의 관광산업 진흥 기관인 아이 러브 뉴욕(I LOVE NEW YORK)은 센터 어브 

프로그레스 빌딩(Center of Progress Building) 북쪽 날개 구역에서 박람회가 열리는 

13일간 모든 전시장에서 뉴욕주의 경이로움을 선보일 것입니다. 방문객들은 왓킨스 

글렌 인터내셔널(Watkins Glen International)에서 카누 타기, 낚시, 등산, 경주의 날을 

강조하는 셀카 스테이션을 통해 본질적인 뉴욕주 활동에 몰두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셰비 코트(Chevy Court) 콘서트의 대형 스크린에 #NYStateFairSelfie와 사진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사진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LED 비디오 월은 뉴욕주 전 지역의 

명소들을 보여 주며 대단히 중요한 관광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기념합니다.  

  

박람회 관람객들은 또한 아이 러브 뉴욕 파빌리온(I LOVE NEW YORK pavilion)을 

방문하도록 초대받았습니다. 그곳에서 방문객들은 뉴욕주에서 즐길 수 있는 휴가 계획에 

대해 보다 상세히 알 수 있으며 일일 복권 뽑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복권 상품에는 (i) 

뉴욕주립공원 기프트 카드 및 캠핑 패스권, (ii) 고어 마운틴(Gore Mountain), 

화이트페이스 마운틴(Whiteface Mountain), 벨에어 마운틴(Belleayre Mountain)의 스키 



리프트 티켓, (iii) 테이스트 뉴욕(Taste NY) 와인 및 수제 음료 월간 시음회 1 년 가입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오락거리  

  

웨이드 쇼우즈 미드웨이(Wade Shows Midway)  

박람회 관람객들은 웨이드 쇼우즈 미드웨이(Wade Shows Midway)에서 첫선을 보이는 

새로운 체어리프트인 브로드웨이 스카이라이너(Broadway Skyliner)를 타고 2017년 

그레이트 뉴욕주 박람회(Great New York State Fair)의 우아하고 독특한 전망을 즐길 수 

있습니다. 스카이라이너(Skyliner)는 탑승객들을 약 34 피트 공중으로 들어 올리며 

미드웨이(Midway)의 한쪽 끝에서 반대쪽 끝까지 1,400 피트 탑승에 7 분이 소요됩니다. 

웨이드 쇼우즈(Wade Shows)는 이번 여름의 탑승을 위해 영구적인 콘크리트 토대를 

설치했습니다. 탑승권은 편도 탑승시 5 달러, 왕복 탑승시 8 달러입니다.  

  

또한 올해는 새로운 오락거리로 박람회 사상 최초로 물놀이 탈것을 선보입니다. 화이트 

워터(White Water)는 물놀이객이 두 개의 워터 슬라이드를 타고 내려가면서 시원한 물을 

즐길 수 있는 물 미끄럼틀입니다. 올해의 박람회에는 어린이와 가족들이 스릴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대형 탈것 여러 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RC-48 스틸 롤러 코스터는 

박람회에서 모습을 보이지 않은 지 한동안 되었는데 올해 다시 등장합니다. 이 탈것은 

공중으로 70 피트 높이로 올라간 후 기수를 회전하면서 빙글빙글 커브를 타고 내려와 

헬릭스 패턴을 통해 트위스트로 요동치며 끝을 맺습니다. 놀이기구의 전체 목록은 

박람회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람회 관람객들은 또한 미드웨이(Midway)를 따라 배치된, 새로운 기능을 갖춘 웨이드 

쇼우즈 고객 서비스 센터(Wade Shows Guest Relations center)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센터에서는 무료 전화 충전 스테이션, 무료 선스크린, 아기 기지귀 가는 공간, 기타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어디에서나 즐길 수 있는 오락거리  

박람회는 박람회 관람객들이 박람회장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는 오락 프로그램에 

투자를 역사상 가장 많이 했습니다. 센터 어브 프로그레스 빌딩(Center of Progress 

Building)의 팀 샌드타스틱의 모래 조각(Team Sandtastic Sand Sculpture)을 따라, 

박람회 팬들이 즐겨 찾는 독일인 저글러 보이 힐비(Hilby the German Juggler Boy)와 

반달로니 원 맨 밴드(Bandaloni the One Man Band)가 돌아옵니다.  

  

새로운 오락거리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애니멀 크랙커 컨스피러시(Animal Cracker Conspiracy)의 죽마로 걷는 

캐릭터들은 박람회장을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맞이합니다.  



 아티스트 Ryan “ARCY” Christenson은 인터네셔널 빌딩(International Building) 

뒤에 있는 타임스 스퀘어 (Times Square) 구역에 대형 벽화를 그릴 예정입니다.  

 베어 할로우 우드 카버스(Bear Hollow Wood Carvers)는 타임스 스퀘어(Times 

Square ) 구역에서 체인 톱을 사용하여 통나무를 아름다운 조각품으로 바꾸기 

위해 한 팀으로 작업을 할 것입니다.  

 코로나스 서커스(Coronas Circus)는 가족 놀이 공간(Family Fun Zone) 근처에서 

코믹 할리우드 레이싱 피그 쇼(comic Hollywood Racing Pigs show) 및 지라픽 

파크 페팅 주(Giraffic Park Petting Zoo)를 통해 최고의 대형 서커스를 전부 선보일 

것입니다.  

 다운비트 퍼커션(DownBeat Percussion)은 버펄로 빌스(Buffalo Bills)의 공식적인 

드럼 라인입니다. 이 재능 있는 타악기 연주자들은 모든 스페셜 데이 

퍼레이드(Special Day Parade)에서 박람회장과 행진을 중심으로 공연할 

것입니다.  

 타슨 풀(Tarson Pools)이 후원하는 아이-플립 에어리얼 쇼(i-Flip Aerial Show)는 

가족 놀이 공간(Family Fun Zone)에서 60 피트를 낙하하면서 마지막을 웅장하게 

장식하는 트램펄린 곡예를 선보입니다.  

 코믹한 광대 망고(Mango)와 당고(Dango)는 박람회장의 다양한 장소에서 공연을 

펼칠 예정입니다.  

 가족 놀이 공간(Family Fun Zone)에 있는 콜롬비아 캐리비안의 해적(Pirates of 

the Colombian Caribbean)은 대규모 해적선 어드벤처로 가족 놀이 공간(Family 

Fun Zone)에서 와이어 기술로 고공에서 펼치는 검술과 균형을 잡으며 펼치는 

놀라운 묘기가 특징입니다.  

 탑 캅 폴리스 아카데미(Top Cop Police Academy)는 프로에 맞서 싸울 기회를 

청중들에게 제공하다가 가족 놀이 공간(Family Fun Zone)의 얕은 수영장으로 

프로가 80 피트가 넘는 멋진 다이빙을 하여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프레지던트의 쵸이스 슈퍼독스(President's Choice SuperDogs)는 타임스 

스퀘어(Times Square) 구역에서 스턴트 다이버로서의 능력과 코믹한 무술 장면을 

보여줍니다.  

  

뉴욕 농업 홍보  

  

테이스트 뉴욕(Taste NY)  

뉴욕주에서 재배하여 생산된 최상의 식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인 테이스트 뉴욕 

마켓플레이스(Taste NY Marketplace)가 올해 원예관(Horticulture Building)의 새로운 

장소로 이전합니다. 넬슨 팜스(Nelson Farms)가 운영하는 이 매장은 캔디와 바비큐 

소스에서 팬케이크 믹스와 육포, 기타 제품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선정된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매장은 이제 테이스트 뉴욕 샘플링 구역(Taste NY sampling 

area)에 인접해 있습니다. 이 샘플링 구역에서는 박람회 관람객들이 무료로 뉴욕 

생산업체들의 훌륭한 제품을 샘플로 맛볼 수 있습니다. 박람회 기간 동안 이 구역에서는 

육십개가 넘는 회사들이 선을 보이며 매일 새로운 벤더의 샘플을 소개합니다. 사람들은 

대개 샘플을 맛본 후에 마음에 드는 벤더 제품을 직접 구매하게 됩니다.  



  

농업 관련 질문 문자  

박람회 관람객들은 종종 박람회에서 접하는 동물들에 대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올해는 

관람객들이 전화를 통해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농업 전문가들이 

박람회 기간 동안 텍스트 채널을 모니터링하여 질문에 문자로 답변할 예정입니다. 

박람회의 축사에서 가입을 하면 문자를 보낼 전화번호를 알려줍니다.  

  

무우 견학(MooU Tours)  

농업 박물관(Agriculture Museum) 뒤의 무우(MooU) 텐트에서 시작되는 시간별 가이드 

견학은 가축과 가축을 기르는 장소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박람회의 다양한 가축 

축사들을 관람객들이 둘러보게 됩니다. 이 견학을 통해 관람객들은 식품이 어디에서 

어떻게 생산되는지 알게 됩니다.  

  

마구간 견학  

이번 박람회를 통해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마구간을 관람객들에게 개방하게 됩니다. 

가이드가 딸린 견학은 말의 세계(World of Horses) 텐트에서 시작됩니다. 공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관람객들은 오전 10시부터 시작하는 텐트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축사에서 관람객의 안전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시작으로 견학을 

개시합니다.  

  

말의 세계(World of Horses) 텐트  

말의 세계(World of Horses) 텐트는 관람객들이 말을 가까이에서 보면서 마주 및 

조련사와 이야기할 수 있는 중앙 무대를 갖추고 있습니다. 올해의 새로운 행사들 중에는 

뉴욕 주립 경찰(New York State Police) 100 주년을 기념하는 전시회가 있습니다. 이 

전시회는 Morgan Horse가 특징인 전시물인 순찰 기병 함께 주립 박람회(State Fair)에서 

작업을 시작하고, 기수의 균형과 효과성을 향상시키는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을 

준비하며, 말의 근육과 뼈를 파악하기 위해 페인트를 사용하여 말을 해부하여 발표한 

것으로 유명한 예술가이자 2017년 전국 카우보이 시 로데오(2017 National Cowboy 

Poetry Rodeo)의 수상작가 중 한 명인 Mark Munzert의 카우보이 시를 특징으로 합니다. 

또한 젖소 분만 센터(Dairy Cow Birthing Center), 테이스트 뉴욕 와인 앤드 비어 

세미나(Taste NY Wine and Beer Seminars), 뉴욕주 수의학 협회(New York State 

Veterinary Medical Society)의 수의사 건강의 전당(Hall of Veterinary Health), 말과 기타 

동물의 일간 쇼 등을 포함하여 주요 농업 전시회가 이번 박람회에서 다시 개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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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박람회에 새롭게 추가된 사항을 통해 박람회장을 최고 수준의 놀이 장소로 

변모시키려는 Cuomo 주지사님의 비전을 계속 실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방문객들은 

거의 매 행사마다 뉴욕주를 위대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에 대해 새로운 감상을 더해 주는 

것에 대해 더 많이 즐기고 보게 될 것입니다.”  

  



주립 박람회의 Troy Waffner 디렉터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올해의 새로운 

프로그램, 특별 전시, 오락거리 등에 대해 대단히 흥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체어리프트 

탑승(chairlift ride) 행사는 이 박람회를 즐기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웅장한 엔터테인먼트 쇼,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는 젖소 분만 센터(Dairy Cow 

Birthing Center), 뉴욕 체험 구역(New York Experience area) 등을 통해 사람들을 서쪽의 

끝으로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희가 추가한 전시회 및 투어는 뉴욕의 

관광산업과 농업에 대한 최고의 볼거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주립 경찰(State Police)의 George P. Beach II 경찰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00 년 

동안, 주립 경찰(State Police)의 남녀 경관들은 뉴욕 주민들에게 봉사하기 위해 헌신적인 

활동을 수행해왔습니다. 주립 박람회는 시작부터 우리 경찰의 역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저는 지속적으로 주립 경찰을 지원해 주신 점에 대해 Cuomo 주지사님, 

Ball 커미셔너님, Destito 커미셔너님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의 Basil Seggo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오논다가 레이크(Onondaga Lake)와 우리 주 전 지역에서 

즐길 수 있는 훌륭한 낚시 기회에 대해 세계에 알리는 토너먼트 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다시 한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매년 Cuomo 주지사님은 뉴욕주의 예년 기록을 

경신하기 위해 관광 산업을 계속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레이트 뉴욕주 박람회(Great 

New York State Fair)는 일 년 내내 어느 곳에도 뒤지지 않는 엠파이어 스테이트의 

오락거리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훌륭한 기회입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ESD)의 사장 겸 최고경영자인 

Howard Zemsky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의 재임 기간 중, 

그레이트 뉴욕주 박람회(Great New York State Fair)가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는 더 많은 방문객들이 이 지역을 여행하게 되어 지역 비즈니스에 도움이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올해의 박람회는 브로드웨이 스카이라이너(Broadway 

Skyliner), 보다 많은 테이스트 뉴욕(Taste NY)의 제품들, 여성 참정권 100 주년 

기념행사(100th anniversary of women's suffrage)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즐길 것이 

풍부합니다.”  

  

오논다가 카운티의 Joanie Mahoney 카운티 행정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박람회는 뉴욕에서 가장 위대한 축하 행사입니다. 우리는 언제나처럼 여기 오논다가 

카운티에서 박람회를 개최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Cuomo 주지사님의 리더십에 

따라, 이 박람회장은 우리 지역 경제 성장의 엔진이 되었습니다. 올해의 박람회는 여전히 

최고의 축제로 남을 것입니다. 모든 분들이 여기를 방문하셔서 박람회와 우리의 

아름다운 지역 명소를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센트럴 뉴욕 성장(Central NY Rising) 계획 가속화  

오늘의 발표는 강력한 경제 성장과 지역사회 발전을 만들어 내기 위한 이 지역의 종합 

청사진인 “센트럴 뉴욕 성장(Central NY Rising)” 계획을 보완합니다. 뉴욕주에서는 이미 



2012년부터 글로벌 시장 기회의 활용, 기업가 정신의 강화 및 포괄적 경제 창출 등 이 

계획에 대한 준비 작업을 위해서 이 지역에 거의 3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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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ral NY Rising) 계획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5억 달러 

투자는 민간 사업체들이 25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도록 장려할 것이며, 제출된 이 지역의 

계획에서는 최대 5,900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서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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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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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사이트에서 제공됩니다. 

페이스북에서 그레이트 뉴욕주 박람회 소식을 확인하고, 트위터에서 @NYSFair 를 

팔로우하며, 스냅챗에서는 nysfair에서 소식을 확인하고, 박람회 사진은 

Flickr.com/photos/nysfair 에서 즐기세요. 아울러, 뉴욕 주민들께서는 그레이트 뉴욕주 

박람회(Great New York State Fair)에 대한 자신의 아이디어를 

statefairideas@agriculture.ny.gov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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