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9년 8월 21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제 172회 그레이트 뉴욕주 박람회(GREAT NEW YORK STATE 

FAIR) 시작 발표  

  

주지사는 암트랙(Amtrak)을 이용해 박람회장으로 이동하여 개막일에 리본 커팅  

  

새로운 프로모션 발표: 8월 21일부터 9월 2일까지 암트랙(Amtrak) 탑승자는 박람회 

무료입장  

  

2024년까지 재활용을 늘리고 일부 플라스틱 사용을 종료하며 에너지 독립적인 

박람회장을 만들겠다는 오개년 "그린박람회(GreenFair)" 계획 발표  

  

새로운 10번 게이트와 박람회장 접근성 개선 프로젝트 다음 단계 발표  

  

그린박람회(GreenFair)와 10번 게이트의 렌더링은 여기에서 확인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시러큐스에서 제 172회 그레이트 뉴욕주 

박람회(Great New York State Fair)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리본 커팅식에서 주지사는 

박람회에 대한 더욱 큰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모션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8월 21일부터 9월 2일까지 유효한 암트랙(Amtrak) 탑승권을 가진 사람은 박람회 티켓 

부스에 티켓 또는 영수증을 제시하면 박람회 무료입장이 가능합니다. 주지사와 

각료들은 올버니에서 박람회 특별 기차역까지 기차로 이동하여, 기차를 타고 박람회를 

방문하는 쉽고 친환경적인 방법을 강조했습니다. 동쪽 및 서쪽으로 운행하는 

암트랙(Amtrak) 정기 차편이 박람회 특별 기차역을 이용합니다. 일정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박람회장(Fairgrounds)의 활성화 모멘텀을 계속 

이어가기 위한 세 개의 신규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린박람회(GreenFair)는 뉴욕주 박람회(State Fair)가 에너지를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적극적인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더 큰 규모의 신규 10번 게이트는 내년 

박람회에 맞추어 완공될 예정입니다. 뉴욕주 박람회(State Fair) 접근성 개선 프로젝트 

2기 시행은 차량 및 도보 이용자 모두를 위해 박람회 접근성을 개선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전례 없는 새롭고 색다른 박람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록적인 참가율을 자랑하는 이유입니다. 이 박람회는 미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는 박람회입니다. 과거에 박람회에 방문하신 적이 있다고 

해도, 이번 행사는 색다른 경험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박람회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였고,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082119_NYS_Fair_Renderings.pdf#_blank
https://www.amtrak.com/home.html#_blank


이곳은 지역 전체를 위한 경제 동력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박람회입니다.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을 줄 수 있는지를 훌륭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박람회에 방문한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박람회(New York State Fair)는 가족 모두를 위한 흥미로운 활동과 행사, 프로그램으로 

기록적인 수의 관람객 유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박람회는 뉴욕이 제공하는 최고의 

지역 제품과 재능 있는 인력을 홍보하면서 매년 박람회를 성장시키기 위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레이트 뉴욕주 박람회(Great New York State Fair)는 센트럴 

뉴욕에서 관광산업을 주도하고, 이 지역 경제와 뉴욕주 전체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박람회 참가율을 높이기 위해, 엠파이어 서비스(Empire Service) 63번 라인을 운행하는 

두 대의 암트랙(Amtrak) 차량을 특별히 디자인된 뉴욕주 박람회(New York State Fair) 

그래픽과 메시지로 포장했습니다. 모든 엠파이어(Empire) 라인 철도는 박람회 기간 동안 

테이스트 뉴욕(Taste NY) 제품을 공급하고, 테이스트 뉴욕(Taste NY) 홍보 자료를 

전단지, 포스터, 테이블 텐트 등을 통해 좌석에 배치합니다. 이것은 아이 러브 뉴욕(I 

LOVE NY) 광고 및 디지털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방문객들이 다음 뉴욕주 

휴가의 일환으로 박람회를 경험하도록 장려합니다.  

  

에너지 자급자족을 목표로 하는 "그린박람회(GreenFair)" 프로젝트  

  

박람회는 에너지 자급자족과 폐기물 없애기, 가능한 모든 아이템을 재활용하여 

미국에서 가장 친환경적인 박람회를 만들기 위해 그린박람회(GreenFair)라는 이름의 

적극적인 프로젝트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 계획에는 태양광 패널 설치, 풍력 터빈 

건설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정확한 위치의 결정 등 상세 계획 수립을 앞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재생 가능 에너지를 생산하고 2023년까지 최종적으로 화석 연료 에너지 

수요를 완전히 없애고자 합니다. 박람회는 또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을 줄이고 

음식 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작할 것입니다. 또한 환경 교육을 위한 

새로운 부속 건물을 건설할 예정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Cuomo 주지사의 그린 뉴딜 

정책(Green Deal)을 직접 지원합니다. 이 정책은 뉴욕주를 탄소중립적인 경제의 길로 

선도하며,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40 퍼센트 낮추겠다는 

뉴욕주의 목표를 지원하는 청정에너지 및 일자리 어젠다입니다.  

  

박람회장(Fairgrounds)에서는 이미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뉴욕주 전력청(New York Power Authority)은 2018년 12월 

박람회장(Fairgrounds) 주요 건물의 조명을 에너지 효율이 높은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866,000 달ㄹ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완료했습니다. 이를 통해 에너지 비용을 연간 약 

23,000달러 절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람회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의 사용을 크게 줄일 예정입니다. 박람회 및 기타 주정부 

기관은 더이상 일회용 비닐 가방을 나누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박람회에서는 

박람회에서 전시를 진행하는 기타 주정부 기관과 협력하여 매일 수만 개의 비닐 가방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박람회 벤더들은 내년부터 일회용 비닐 가방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공지를 받았습니다. 게다가 벤더들은 식음료를 재활용 가능하거나 분해되는 용기에 

담아서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에는 플라스틱 빨래 사용 중단이 포함됩니다. 

박람회 방문객들이 회수 가능한 병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센트럴 뉴욕 Carol M. Baldwin 

유방암 연구기금(Carol M. Baldwin Breast Cancer Research Fund of CNY)과 

파트너십을 맺고 노력을 펼쳐 매립되는 병의 숫자를 줄였습니다. 박람회는 또한 폐기물 

분류 시설을 조성하여 재활용 가능하거나 분해되는 물품을 쓰레기에서 골라내고, 음식 

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박람회는 박람회장(Fairgrounds) 서쪽 끝에 환경 교육동을 신설합니다. 첫날부터 에너지 

독립적으로 운영될 새로운 부속 시설에서는 박람회 방문객들에게 에너지 발자국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교육하고, 그린박람회(GreenFair) 프로젝트의 진전을 업데이트하며 

뉴욕주의 에너지 및 기후 이니셔티브를 강조할 것입니다.  

  

친환경과 천정에 관심이 있는 올해의 박람회 참가자들은 배출량이 없는 차량을 

운행하는 것의 수많은 이점에 대해 배우고 아트 앤 뮤직 센터(Arts & Music Center)의 

전면에 위치한 셰비 코드(Chevy Court) 인근 이볼브뉴욕(EVolveNY) 부스를 방문하여 

네 개의 전기차 모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대의 매우 빠른 150 킬로와트(kW) 

출력의 전기차 충전지가 전시될 예정이며, 드라이브 클린(Drive Clean) 소비자 리베이트 

및 뉴욕주 전역의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청정 

드라이빙을 실천하고 있는 분들은 박람회장(Fairgrounds) 4번 게이트에서 차량을 

충전하실 수 있습니다.  

  

박람회 참가자들은 그린박람회(GreenFair) 계획의 내용을 박람회의 상징적인 로고의 

녹색 버전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0번 게이트 리노베이션 및 지속 추진 프로젝트  

  

안전상의 이유로 센트로 파크 앤 라이드(Centro Park-N-Ride) 버스 터미널이 

박람회장(Fairgrounds) 서쪽 끝으로 이전하면서, 사용도가 낮았던 10번 데이트가 

박람회장(Fairgrounds)의 두 번째 메인 출입구가 되었습니다. 기존 게이트 건물을 

교체하는 150만 달러 규모의 사업이 박람회 이후 시작되어 2020년 가을에 맞춰 완공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10번 게이트가 완공되면, 게이트 구조가 더욱 커지고, 

외관상으로는 엑스포 센터(Expo Center)와 유사해집니다. 신규 게이트 공사에는 새로운 

울타리, 도보, 도로조경, 조명, 대형 LED 게시판 등이 포함됩니다.  

  

새로운 게이트는 박람회장 서쪽 끝에서 진행할 수많은 개선 사항 중 첫 번째가 될 

것입니다. 스테이트 페어 불라바드(State Fair Boulevard)를 따라 위치한 3번과 4번 

게이트는 올해 초 철거되었으며 티켓 판매와 보안을 위해 더욱 유연한 시설로 

교체되었습니다.  

  

https://protect2.fireeye.com/url?k=2488e97a-78ab0ea1-248a104f-0cc47aa8c6e0-884e50192b34dd6f&q=1&u=https%3A%2F%2Fwww.nypa.gov%2Finnovation%2Fprograms%2Fevolveny
https://www.nyserda.ny.gov/All%20Programs/Programs/Drive%20Clean%20Rebate#_blank


또한 과거 헛간이 강한 바람으로 손상된 후, 올해 초 헛간을 철거했으며, 2020년 새롭게 

양 헛간(Sheep Barn)을 건설하여 기존 시설을 교체할 것입니다. 울을 활용한 시연에 

집중하며 박람회 인기 전시 중 하나인 울 센터(Wool Center)는 새로운 양 헛간(Sheep 

Barn)으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양은 올해 텐트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한때 양 헛간이 있던 공간의 일부는 염소 공원(Goat Park)이 되었습니다. 이곳에는 

울타리가 쳐진 구역에서 어린 염소가 놀고 있으며 박람회 참가자들이 이 모습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은 사람들을 더욱 농업에 친숙하게 만들고자 하는 박람회의 

노력을 한층 강화합니다.  

  

기타 진행 중이거나 내년으로 예정된 시설 개선에는 다니엘라스 케이터링(Daniella's 

Catering)를 비롯해 과거 엠파이어 룸(Empire Room)이었던 이벤츠 

스테이크하우스(Events Steakhouse)의 리노베이션 계속 추진, 익스포지션 

센터(Exposition Center)의 음향 개선, 박람회장 서편의 농업 건물 재개발 시작을 위한 

110만 달러 프로젝트, 박람회의 진보 센터(Center of Progress)와 

호티컬처(Horticulture), 그리고 기타 건물 개선, 기타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이 있습니다.  

  

오렌지 주차장(Orange Lot) 2기 개선  

  

1,118만 달러 규모의 뉴욕주 박람회(New York State Fair) 오렌지 주차장(Orange Lot) 

2기 프로젝트 주요 건설이 2019 그레이트 뉴욕주 박람회(Great New York State Fair) 

종료 후 시작될 예정입니다. 예비 작업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뉴욕주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DOT)는 새로운 I-690 동쪽 온램프 교량을 

건설하여, 고속도로의 임시 교통 신호가 2019년 이후 뉴욕주 박람회(State Fair) 기간 

동안 필요하게 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새로운 I-690 동쪽 온램프 교량은 또한 10 피트 

규모의 도보 통행로를 설치하여 오렌지 주차장(Orange lot)을 이용하는 인파의 이동이 

혼잡하지 않게 만듭니다. 건설은 2020년 뉴욕주 박람회(State Fair)에 맞추어 완공될 

예정입니다.  

  

2017년 10월 2,700만 달러가 투입된 뉴욕주 박람회(State Fair)의 65 에이커 규모의 

오렌지 주차장(Orange Lot)의 1기 공사가 시작되었으며, 주차장 일부가 레이크뷰의 

세인트 조셉스 헬스 앰피티아터(St. Joseph's Health Amphitheater)에서 작년 여름 

콘서트 시즌에 맞추어 개장했습니다.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는 2018년 

그레이트 뉴욕주 박람회(Great New York State Fair) 기간에 맞추어 오렌지 

주차장(Orange Lot) 1기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오렌지 주차장(Orange lot)은 

7,000개 이상의 포장된 주차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과거 포장 전에는 4,000대에서 

5,000대까지 주차할 수 있었습니다. 오렌지 주차장(Orange Lot) 끝 서쪽에서 

인터스테이트 고속도로(Interstate) 690 서쪽으로 가는 새 출구 램프를 개방했습니다. 

이제 주 박람회(State Fair), 오논다가 카운티 원형극장에서 I-690까지 직접 

연결되었습니다. 이 램프 개방 이전에 차량들은 박람회밖에서 계획된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I-690 출구(Exit) 7 구역에서 오렌지 롯(Orange Lot)을 통해서만 나갈 수 

있었습니다.  



 

 뉴욕주 박람회 접근성(State Fair Access) 개선 프로젝트 2기는 1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동쪽 램프에 더하여, 이 프로젝트는 최종적으로 매년 

뉴욕주 박람회(State Fair) 기간에 I-690에 설치되는 임시 교통 표지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인터스테이트에 대한 접근은 뉴욕주 교통부(NYSDOT)가 요청하였으며, 해당 

문제는 매년 연방고속도로부(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 FHWA)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2020년 이 프로젝트가 완공되면, 더이상 그레이트 뉴욕주 박람회(Great 

New York State Fair) 기간 동안 I-690에 교통 표지를 설치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2019 박람회 하이라이트  

  

2019 박람회에서는 박람회를 쇄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채택하려는 연간 노력의 

일환으로 새로운 행사 및 활동이 열릴 것입니다. 신설된 주요 홍보 행사로는 8월의 

크리스마스(Christmas In August)가 있습니다. 이 행사에서는 하루 종일 산타 클로스와 

살아있는 순록을 만나볼 수 있고, 앤티크 썰매 전시가 열리며 박람회 참가자들이 산타 

복장을 입고 기술을 겨룰 수 있는 오후의 흥미로운 이벤트가 열립니다. 매일의 행사는 

엑스포 센터(Expo Center)에서 영화 "엘프(Elf)"의 상영과 함께 끝납니다. 박람회의 

새로운 코믹콘 데이(Comic Con Day)에서는 대중문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완벽한 

코스튬을 입은 사람들은 입장료가 1달러이며, "스타워즈(Star Wars)" 등 영화에 등장한 

레이저 칼을 사용해 볼 수 있고 영화 트랜스포머(Transformers)의 범블비(Bumblebee)와 

마블(Marvel) 영화 및 만화의 헐크버스터(Hulkbuster)가 출연합니다. 엑스포 센터(Expo 

Center)에서 관중 위로 솟아오르는 거미줄 슈퍼 히어로의 모습이 담긴 표지의, 특별한 

마블(Marvel) 스파이더맨(Spider-Man) 만화책이 행사 기간 중 판매될 예정입니다.  

  

박람회의 새로운 영화의 밤(Movie Nights) 행사가 엑스포에서 열리며, "어벤저스 

엔드게임(Avengers: Endgame)"과 같은 가족 영화 칠 일간 저녁에 상영됩니다. 박람회 

평일에는 스탠드업 패들보드 요가(Standup Paddleboard Yoga) 행사가 열려, 숙련된 

요가 강사에게 즐겁게 요가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됩니다. 엑스포 센터(Expo 

Center)에는 잔디구장이 설치되어 청소년 및 성인 축구, 킥볼, 보체, 라크로스, 필드 

하키, 플래드 풋볼 토너먼트가 열립니다. 그리고 토너먼트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박람회 참가자들은 커넥트 포(Connect Four), 야드 폰드, 훌라후프 등 대형 잔디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새로운 바이커 어프리시에이션 데이(Biker Appreciation Day)는 무료 

오토바이 주차장을 제공하고 유효한 오토바이 면허를 가진 사람들에게 입장료 1달러 

혜택을 줍니다. 박람회는 미국의 어떤 주요 박람회보다 많은 무료 및 저비용 참가일을 

계속 제공하고 있습니다. 

  

박람회에서는 계속 다양성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박람회의 연례 프라이드 데이(Pride 

Day) 기념 행사에서는 스톤월 항쟁(Stonewall Riots)에 참가자인 Martin Davis가 기조 

연설을 맡습니다. 스톤월 항쟁은 성적 지향을 근거로 한 법적 차별을 없애기 위한 긴 

투쟁의 시작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박람회는 공식적으로 프라이드 데이(Pride Day) 

행사를 개최한 첫 번째 주 박람회입니다. 박람회의 여성의 날(Women's Day)에서는 

올해 여성 참정권 운동 100주년을 기념할 것입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연례 



오찬에서 기조 연설을 할 예정이며, 이날 모든 여성의 입장료는 1달러입니다. 라틴 

음악과 음식, 문화를 기념하는 라티노 빌리지 위켄드(Latino Village Weekend)는 8월 

30일부터 9월 2일까지 4일로 연장되었으며, 새로운 장소인 유스 빌딩(Youth 

Building)에서 열립니다. 음악 축제인 펑크페스트(FunkFest)는 이틀간 뉴욕 

익스피리언스 스테이지(New York Experience Stage)에서 확대 진행합니다. 처음 

열리는 첫째 날 행사는 월드비트(WorldBeat)라고 불리며, 세계 전역의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편 전통적인 펑크페스트(FunkFest) 데이는 클래식 소울, 펑크, 알앤비에 

주력하며 70년대와 80년대에 수많은 히트곡을 발표한 밴드 레이디오(Raydio)와 Arnell 

Carmichael, 레이크사이드(Lakeside)와 Capt. Mark Wood가 출연합니다. 박람회의 

메인 스테이지인 셰비 코트(Chevy Court)에서는 사상 최초의 스패니쉬 공연가인 

푸에르토 리코 출신의 싱어송라이터 Farruko가 출연합니다.  

  

셰비 코트(Chevy Court)와 익스피리언스 스테이지(Experience Stage)에서는 국내 

박람회에서 열리는 무료 음악 페스티벌 중 최고 수준이라 할 수 있는 쉐보레 뮤직 

페스티벌(Chevrolet Music Festival)이 열립니다. 무대에서 무료 공연 예정인 공연자는 

배드 컴퍼니(Bad Company), Lindsey Stirling, 미드랜드(Midland), 더 매버릭(The 

Mavericks), Rick Springfield, Gavin DeGraw, 아이스 큐브(Ice Cube) 등입니다. 전체 

일정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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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ard Zemsky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레이트 뉴욕주 박람회(Great New 

York State Fair)는 우리 뉴욕주 최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매년 여름 참가한 

기록적인 방문객의 숫자는 또한 지역 일자리와 기업을 지원하며, 이 지역의 연중 경제 

성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뉴욕주 관광청의 Ross D. Levi 관광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레이트 뉴욕주 

박람회(Great New York State Fair) 방문은 즐거운 놀이기구와 동물 체험, 라이브 공연, 

음악과 수제 음료가 어우러진, 모든 가족을 위한 여름의 즐거운 마무리입니다. 이 

지역으로의 여행은 평생 동안 남을 기억을 만들어줄 것이 분명합니다."  

  

Troy Waffner 박람회 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019 그레이트 뉴욕주 박람회(Great 

New York State Fair)가 시작되고 172번째 해에 그동안 뉴욕에서 일어난 혁신, 문화, 

다양성 등 모든 위대한 일을 기념할 수 있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박람회장에 

대한 주지사의 역사적인 투자에 힘입어 계속 성장하고 매년 나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박람회 참가자를 위한 놀라운 콘서트, 음식, 엔터테인먼트, 새로운 행사 등을 통해 

반드시 기다릴 가치가 있는 또다른 아주 성공적인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농업부(Department of Agriculture)의 Richard A. Ball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의 첫 번째 박람회로서, 그레이트 뉴욕주 박람회(Great New York State Fair)는 

농업 장려라는 전통에 진실하게 이바지했으며 훌륭한 엔터테인먼트, 놀이기구, 음악, 

음식을 행사의 상징으로 삼아 가족들이 매년 다시 방문하는 행사로 성장했습니다. 다시 

박람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주지사의 비전에 따라, 우리는 이러한 전통을 

https://nysfair.ny.gov/your-visit/daily-schedules/#_blank


유지하면서도 우리 박람회를 진정으로 빛나게 만드는 프로그램 확대와 인프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엄청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분들께 박람회에서 

시간을 보내고 전시된 뉴욕 최고의 모습을 감상하시기를 권합니다."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의 Basil Seggo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레이트 뉴욕주 박람회(Great New York State Fair)는 

우리 뉴욕주가 제공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기념하는 자리입니다. 이 행사는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 무료 가족 낚시(Free Family Fishing)에서 우리 환경과 

지역사회를 기후 변화의 위협으로부터 지키려는 주지사의 노력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을 늘리고 박람회의 에너지 효율성 추구 등 박람회를 

친환경적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은 기상 오염을 줄이고 재생 가능 에너지원을 

사용하겠다는 뉴욕의 선도적인 목표에 완벽하게 부합합니다."  

  

뉴욕주 에너지 연구개발청(New York State Research and Development Authority, 

NYSERDA)의 청장 겸 최고경영자인 Alicia Barto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레이트 

뉴욕주 박람회(Great New York State Fair)는 매년 센트럴 뉴욕으로 가깝고 먼 곳의 수천 

가족을 유치한 유서 깊은 전통입니다. Cuomo 주지사의 '그린박람회(GreenFair)' 계획은 

박람회에 참가한 사람들이 뉴욕주의 선도적인 지속 가능 노력이 어떻게 실천되고 

잇는지를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뉴욕주 박람회(State Fair)를 태양열과 풍력 등 재생 

가능 에너지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주지사의 리더십에 따라 진행된 가장 최근의 

프로젝트 사례입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친환경을 추구하여 우리 환경을 보호하고 

탄소 배출량을 줄여 뉴욕주 전역에서 지역사회의 공기질 개선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Robert E. Antonacci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지방 농장 및 

레크리에이션 기회는 연례 뉴욕주 박람회(State Fair)를 통해 커다란 이익을 보았습니다. 

저는 새로운 개선을 통해 뉴욕주 박람회(State Fair)를 발전시키고 기업에게 자신의 

독창적인 제품을 홍보할 기회를 늘려주신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지역 경제의 

엔진은 세계의 박람회 기간뿐 아니라 일 년 내내 다른 지역에 뉴욕주에서 찾을 수 있는 

위대한 경험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William B. Magnarelli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박람회(State 

Fair)는 우리 지역 최대의 여름 이벤트입니다. 그리고 Cuomo 주지사의 지원에 힘입어, 

이 나라에서 가장 크고 성공적인 박람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매년 여름 박람회에서는 

센트럴 뉴욕 최고의 음식 및 기타 상품을 선보입니다. 박람회를 더욱 즐길거리가 

풍부하고 접근하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새로운 개선 사업에 따라, 이 지역은 우리 

지역 비즈니스를 지탱할 더욱 많은 박람회 참가자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제안에 더하여, 박람회 참가자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이 계속 제공될 

예정입니다. 방문객들은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의 

수족관 건물에서 스포팅 라이선스를 구매하고 뉴욕의 담수어를 볼 수 있습니다. 뉴욕 

경험 지역(New York Experience Area) 연못 구역에서 8월 22일에서 24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에 무료 낚시 강좌가 열립니다. 유효한 뉴욕주 스포팅 라이선스가 

있다면, 양일간 박람회 입장료는 단 1달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9년 그레이트 뉴욕주 박람회(Great New York State Fair) 참가자는 127만 명으로, 

참가율 신기록을 세웠고 산업 소식을 발행하는 카니발 웨어하우스(Carnival 

Warehouse)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박람회가 되었습니다. 

2015년 리노베이션이 시작된 이래로, 박람회 참가율을 41 퍼센트 올랐습니다. 엑스포 

센터(Expo Center)를 비롯해 박람회장에 대한 개선으로 인해 또한 박람회에서 연중 

사용되는 렌털 비즈니스 시설 사용이 늘어났고, 박람회 이외의 행사로 2018년 약 

100만 명을 유치했으며, 이 기록은 2019년에도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레이트 뉴욕주 박람회(Great New York State Fair)에 대한 정보는 nysfair.ny.gov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그레이트 시러큐스 지역으로의 휴가 계획 정보는 

iloveny.com/statefai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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