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9년 8월 23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그레이트 뉴욕주 박람회(GREAT NEW YORK STATE FAIR) "마지막 

여름 행사(SUMMER SEND-OFF)" 주말 입장권 할인 발표  

 

1달러 주말 입장권으로 박람회 활성화 기념  

 

입장권 구매 고객, 박람회 평생 입장권(Lifetime Fair Pass) 추첨에 참여하게 됨  

 

 

Andrew M. Cuomo 주지사는 그레이트 뉴욕주 박람회(Great New York State Fair)에서 

이번 주말 및 다음 주말 입장료를 1달러에 판매할 것임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8월 24, 25, 

31일 그리고 9월 1일 입장을 위한 "마지막 여름 행사” 입장권은 온라인이나 여기에서 

판매될 예정이며, 박람회장 입구에서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입장권을 

구매한 고객은 박람회 평생 입장권(Lifetime Fair Pass) 추첨에 참여하게 됩니다. 평생 

입장권 소지자는 평생 동안 박람회에 무료로 참석할 수 있습니다. 프로모션의 일부로 

올해 박람회에서 미사용한 입장권은 2020년 박람회 입장 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레이트 뉴욕주 박람회는 최근에 이뤄진 투자와 

문화의 변화 덕분에 새롭고 다른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번 주 변화된 박람회의 모습을 

직접 봤습니다 -- 정말 미국의 가장 훌륭한 박람회 중 하나입니다. 모든 뉴욕 주민들이 

이러한 변화된 모습을 직접 확인해보시길 바라고 이 특별한 행사를 모두 잘 활용하시길 

적극 권장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마지막 여름 할인 행사는 그레이트 뉴욕주 박람회를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제공합니다. 무료입장권을 제공하는 특별 할인에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St. Joseph's Health Amphitheater 극장의 2019년 콘서트 티켓을 입구 안내원에게 

보여주십시오.  

• 8월 21일부터 9월 2일 사이에 구매한 암트랙(Amtrak) 탑승권을 입구 안내원에게 

보여주십시오.  

• 12세 이하의 어린이.  

• 노인의 날(Senior Days)인 8월 26~28일 월~수, 60세 이상의 어르신.  



• 법 집행의 날(Law Enforcement Day)인 8월 26일 월요일, 유효한 신분증을 지닌 

경찰 또는 교정 시설 직원.  

• 소방 구조의 날(Fire & Rescue Day)인 8월 27일 화요일, 유효한 신분증을 지닌 

소방서 또는 응급 구조 서비스 단체의 현 직원.  

• 군인의 날(Armed Forces Day)인 8월 29일 목요일, 유효한 신분증을 지닌 현역 

또는 퇴역 군인.  

• 여섯 나라의 날(Six Nations Day)인 8월 30일 금요일, 모든 본토 미국 원주민.  

• 학생의 날(Student Day)인 8월 30일 금요일, 18세 이하의 학생.  

 

이외에도 입장료를 1달러에 제공하는 다른 많은 할인 행사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박람회의 특별한 날 페이지를 확인하십시오.  

 

지난 수요일 주지사는 더 많은 박람회 참석을 유도하고자 새로운 프로모션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8월 21일부터 9월 2일까지 유효한 암트랙(Amtrak) 탑승권을 가진 사람은 

박람회 티켓 부스에 티켓 또는 영수증을 제시하면 박람회 무료입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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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하실 수 있으며, 훌륭한 시러큐스 지역으로의 휴가 계획 정보는 

https://www.iloveny.com/statefai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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