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8년 8월 22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2018 그레이트 뉴욕주 박람회(GREAT NEW YORK STATE FAIR)에 

새 엑스포 센터(EXPO CENTER) 오픈 발표  

  

보스턴과 클리블랜드 사이 뉴욕시 북쪽에서 가장 큰 실내 이벤트 공간에서 리본 커팅식 

진행  

  

엑스포 센터(Expo Center) 및 오렌지 주차장(Orange Parking Lot) 개조는 

박람회장(Fairgrounds) 재활성화의 2단계를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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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Central New York Rising)” 사업을 보완하는 투자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박람회장(New York State Fairgrounds)에서 

리본 커팅식과 함께 새 엑스포 센터(Exposition Center)를 오픈함을 공식적으로 

알렸습니다. 136,000평방피트이자 보스턴과 클리블랜드 사이 뉴욕시 북부에서 가장 큰 

실내 행사 공간인 엑스포 센터(Expo Center)는 2018 그레이트 뉴욕주 박람회(Great 

New York State Fair) 시작 시 발표되었습니다. 새 시설 및 최근에 완료된 박람회(Fair) 

오렌지 주차장(Orange parking lot) 개조는 주지사의 주 박람회장(Fairgrounds) 재활성화 

계획의 두 번째 단계를 완성합니다. 개선사항은 현지 경제를 강화하려는 지역 전략인 

센트럴 뉴욕 성장(Central NY Rising)을 보완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 엑스포 센터(Exposition Center)는 

박람회장(Fairgrounds)에 추가되어 주 박람회(State Fair) 방문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일 년 내내 기록적인 수의 방문객을 수용할 수 있는 이벤트 공간을 

제공합니다. 독특한 위치에 있는 엑스포 센터(Expo Center)는 전국의 관광객과 

비즈니스를 끌어들임으로써 앞으로도 센트럴 뉴욕 성장(Central New York rising)을 

유지할 경제 혜택을 줄 것입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 엑스포 센터(Expo Center)는 박람회장 

재활성화를 계속하고 박람회 경험을 개선하며 우리 그레이트 뉴욕주 박람회(Great New 



 

 

York State Fair)에 더 많은 방문객을 끌어 모을 것입니다. 오늘 엑스포 센터(Expo 

Center)의 오픈으로 이벤트를 개최할 새 장소가 마련되었으며 기록적인 수의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센터는 계속해서 지역사회를 건설하고 센트럴 

뉴욕의 경제를 성장시킬 것입니다.”  

  

110,000제곱피트 규모이자 순 경간 바닥 공간이 있는 엑스포 센터(Expo Center)에는 

10X10인치 무역쇼 부스를 500개 이상 설치할 수 있습니다. 4,000개의 접이식 의자가 

있는 대규모 행사장은 이전에는 적절한 공간이 없어 업스테이트 뉴욕에서 열리지 

못했던 대규모 쇼와 특별 행사를 유치하게 될 것입니다. 해당 행사에는 자동차, 보트 및 

RV 쇼, 애완동물 박람회, 소비자 및 무역 박람회, 주택 및 정원 박람회, 기술 박람회 및 

기타 행사가 포함됩니다. 엑스포 센터(Expo Center)는 박람회장(Fairgrounds)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실내 공간을 450,000제곱피트 이상 늘렸습니다.  

  

지난 해 2017년 박람회(Fair) 개최 시 Cuomo 주지사는 일반서비스국(Office of General 

Services, OGS)이 발행한 엑스포 센터(Expo Center) 디자인 건설 프로젝트를 위하여 

제안 요청서(Request for Proposals)를 발표했습니다. 주지사의 2017-2018 예산으로 

받아들여진 디자인-설계용 특별 법안의 결과로써 해당 프로젝트는 2018년 박람회(Fair) 

시기에 맞추어 일 년 이내에 설계, 건설, 완공되었습니다. 설계/건설회사 에이치비피 

조인트 벤처(HBP Joint Venture), 휴버-브로이어 건설(Hueber-Breuer Construction 

(시러큐스))과 더 파이크 컴퍼니(The Pike Company (로체스터))의 합작 벤처회사, 건축 

및 엔지니어 큐피케이 디자인(QPK Design (시러큐스)), 소유주 대표 길베인 빌딩 

컴퍼니(Gilbane Building Company) 및 시앤에스 컴퍼니스(C&S Companies (시러큐스)) 

등 뉴욕주의 많은 회사들이 이를 담당했습니다.  

  

또한 주지사는 뉴욕주 교통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NYSDOT)가 그레이트 뉴욕주 박람회(Great New York State Fair)에서 가장 큰 주차장인 

오렌지 롯(Orange Lot)을 재설계, 현대화(2,700만 달러 규모)를 마쳤다고 발표했습니다. 

65에이커 규모 주차장의 접근성 개선, 안전성 강화, 공간 대규모 확장을 위한 개조는 

지난 가을 시작되었습니다. 지난해 흙 바닥에 4,000대에서 5,000대 주차가 가능했던 

것에서 새로 포장된 주차장에는 7,000대 이상이 주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접근성 

개조로 출구(Exit) 7 램프부터에서 주간고속도로(Interstate) 690까지 교통 정체를 

줄이고 통행량 최고조일 때 막힘을 완화합니다.  

  

뉴욕주 교통부(NYSDOT)는 8월 초 오렌지 롯(Orange Lot) 끝 서쪽에서 

주간고속도로(Interstate) 690 서쪽으로 가는 새 출구 램프를 개방했습니다. 이로써 주 

박람회(State Fair), 오논다가 카운티 원형극장에서 I-690까지 직접 연결되었습니다. 새 

램프는 오렌지 롯(Orange Lot)의 기존 교통 흐름과 순환을 개선하고 주차장을 떠나는 

차들의 정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램프 개방 이전에 차량들은 

박람회(Fair) 밖에서 계획된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I-690 출구(Exit) 7 구역에서 오렌지 

롯(Orange Lot)을 통해서만 나갈 수 있었습니다. 새 램프는 모든 행사 진행 시 서쪽 

방향에서 I-690로 갈 수 있는 추가 출구 지점을 제공합니다.  



 

 

  

올해 오렌지(Orange Lot) 및 브라운 롯(Brown Lot)에 이지-패스 플러스(EZ-Pass Plus) 

통행료 시스템 및 현금 차선도 추가될 예정입니다. 또한 LED 조명, 보도, 횡단보도, 

보행자 대피 구역이 새로 추가되어 박람회(Fair)로 쉽게 걸어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버스 정류장과 버스 세 대, 표지판 및 대규모 전 주차장 배수 시스템도 설치되었습니다.  

  

해당 개선으로 Cuomo 주지사의 재활성화 계획(revitalization plan)의 2단계(Phase 2)가 

완성되었습니다. 변화 계획 1단계에서는 313명의 야영객용 완전 서비스를 갖춘 RV 

공원을 만들었으며 미드웨이(Midway) 지역을 더 큰 자리로 옮겨 박람회(Fair) 

프로그래밍 및 비박람회(non-Fair) 행사용 용지를 제공했습니다. 뉴욕주 경찰 및 스카이 

라이드를 위한 새로운 전시장, 1,400피트 길이의 체어 리프트 탑승구와 함께 새 메인 

게이트가 건설되었습니다. 박람회 기간 동안 문화 공연의 본진인 인디언 빌리지의 터틀 

마운트(Turtle Mound)의 보수 작업도 완료되었습니다.  

  

개조 공사가 시작된 이래 뉴욕주 박람회 관람객의 수가 28% 이상 증가했으며, 비박람회 

행사 관람객은 2016-2017년 사이 57% 증가하였습니다.  

  

박람회 프로그램  

2018년 뉴욕주 박람회(State Fair) 기간 동안, 엑스포 센터(Expo Center)는 하키, 피겨 

스케이팅, 브룸볼, 기타 특별 행사를 개최할 임시 아이스링크를 중심으로 뉴욕주의 야외 

명소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행사가 없을 때는 아이스링크를 무료로 개방하여 

스케이트를 즐길 수 있습니다. 스케이트 역시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계 

올림픽(Winter Olympics) 관련 활동도 1932년, 1980년 동계 올림픽(Winter Olympic) 

개최지였던 뉴욕주 유산 및 레이크 플래시드의 올림픽(Olympic) 훈련 시설을 강조하며 

홍보될 것입니다.  

  

작년 프로그레스 빌딩 센터(Center of Progress Building)에서 첫 선을 보인 아이 러브 

뉴욕(I LOVE NEW YORK) 전시회를 엑스포 센터(Expo Center)로 옮겨 더 많은 뉴욕주 

자연 경관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올해 아이 러브 뉴욕(I LOVE NEW YORK)의 테마는 

“올 이어. 올 히어(All Year. All Here)입니다.” 박람회 참가자들은 뉴욕주의 사계절을 

경험하고 다양한 셀카 구역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루지 타기, 골프 

스윙 테스트, 운하 보트 투어, 옥수수 미로 탐험, 오프로드 자동차 경주, 테이스트 

뉴욕(Taste NY) 맥주, 와인, 양주 등의 제품 시음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매일 오후 

3시에 제트블루(JetBlue) 협찬 무료 스낵이 제공됩니다. 뉴욕주 연례 관광 테마인 모래 

조각도 엑스포 센터(Expo Center)에서 실시간으로 조각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비박람회 행사  

엑스포 센터(Expo Center)는 내년 내내 주요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8년 박람회 종료 후 엑스포 센터(Expo Center)는 업스테이트 뉴욕에서에서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신규 행사를 개최합니다.  

  



 

 

• 테이스트 뉴욕(Taste NY) 가을 축제, 10월 12-13일: 뉴욕주 전역의 벤더가 

지역에서 직접 생산 및 제조한 음식과 음료를 판매하고, 지역 및 지역 요리를 

홍보하여 뉴욕주의 다양성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가족 친화적인 축제에서는 호박 

장식과 호박 조각, 놀이기구 및 동물을 만질 수 있는 동물원을 만나볼 수 있어 

아이들이 음식이 어떻게 자라고, 길러지며 생산되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 HITS 실내 챔피언십(HITS Indoor Championships), 10월 24-28일: 풀뿌리 

단계에서 스포츠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초급 및 중급 수준의 주니어 및 

아마추어 라이더를 위해 마련한 새로운 행사입니다.  

• 플라이패스트 드론 레이싱 대회 및 쇼케이스(FlyFast Drone Racing 

Competition and Showcase), 11월 10-11일: 아마추어 및 전문가를 위한 경주 

대회입니다. 경기 참가자가 드론을 날릴 수 있도록 복잡한 비행 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는 다양한 코스가 제공됩니다. 쇼케이스에는 초보 조종사를 위한 드론 비행 

수업과 드론 조종사 및 선수의 역량 계발을 위한 워크숍 및 클리닉이 포함됩니다. 

최신 드론 기기를 구매할 수 있는 시장 또한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는 

시러큐스와 롬 사이의 지역이 미국 내 소수의 무인 항공기 테스트 항로 중 한 

곳으로 지정 되어 주지사의 무인 항공 기술에 대한 투자를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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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ard Zemsky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매년 늦여름에 

그레이트 뉴욕주 박람회(Great New York State Fair)를 위해 타운을 방문하여 지역 

사업체들을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새 엑스포 센터(Expo Center)는 연중 박람회장과 

지역으로 방문객들을 끌어 모아 시러큐스 지역과 센트럴 뉴욕 전역에서 경제 활동을 

촉진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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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레이트 뉴욕주 박람회(Great New York State Fair)는 새 엑스포 센터(Expo Center) 

오픈으로 새 이정표를 썼습니다. 이 새로운 공간은 박람회장(Fairgrounds)을 

재활성화하려는 주지사의 계획을 중심으로 하며 우리가 농업을 홍보하고 센트럴 뉴욕을 

보여주고 지역 경제를 강화할 새롭고 독특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주립 박람회(State Fair)의 Troy Waffner 디렉터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지사님의 

비전과 투자로 박람회(Fair)와 박람회장(Fairgrounds)이 완전히 활력을 띠게 되었습니다. 

개조가 시작된 후 박람회 연중 사업이 크게 성장했으며 이번 확장으로 폭발적 성장을 

이룰 것입니다.”  

  

일반서비스국(Office of General Services)의 RoAnn Destito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람회장(Fairgrounds)을 재구상하는 Cuomo 주지사의 비전이 이끌고 

디자인-건설 회사의 도움을 크게 받은 이 굉장한 새 시설을 신속하고 비용 효율적으로 

건설하도록 일반서비스국(OGS)에서 한 몫을 하여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모든 새 활동 및 행사를 경험하고 즐길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새 엑스포 



 

 

센터(Exposition Center)는 센트럴 뉴욕 지역과 주 박람회(State Fair)에 대중을 끌어 

모을 것입니다.”  

  

뉴욕주 교통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의 Paul A. Karas 

커미셔너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름마다 2주 동안 뉴욕 주민은 그레이트 뉴욕주 

박람회(Great New York State Fair)가 제공하는 모든 것을 즐길 수 있습니다. 뉴욕주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는 박람회(Fair)에 더 많은 사람이 오기 쉽도록 

길목 교통을 완화하는 굉장한 새 주차장으로 주민들의 전통을 지원하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오논다가 카운티의 Joanne Mahoney 카운티 행정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논다가 카운티는 매년 뉴욕주 박람회(New York State Fair)를 개최하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주, 카운티, 세계 전역에서 센트럴 뉴욕을 경험하러 

오시는 방문객들을 환영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올해 박람회(Fair)는 연중 즐길 기회를 

제공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이 지역으로 끌어 모을 새로운 최신 엑스포 센터(Expo 

Center)가 추가되어 예전보다 훨씬 재밌을 것입니다. 목표가 설정된 투자를 통해 

박람회(Fair)를 최고로 이끌고 지역 경제를 촉진해주신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센트럴 뉴욕 성장(CNY Rising) 계획 촉진  

오늘의 발표는 강력한 경제 성장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이 지역의 종합 청사진인 

“센트럴 뉴욕 성장(CNY Rising)” 계획을 보완합니다. 뉴욕주는 이미 2012년부터 글로벌 

시장 기회 활용, 기업가 정신 강화, 포괄적 경제 창출 등 이 계획에 대한 준비 작업을 

위해 이 지역에 약 4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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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Y Rising) 계획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5억 달러 투자는 민간 기업들이 25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도록 장려할 것이며, 이 

지역의 계획은 제출된 대로 최대 5,900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제공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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