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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8/25/2015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ANDREW M. CUOMO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주지사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GREAT NEW YORK STATE FAIR에서에서에서에서 주정부의주정부의주정부의주정부의 참여참여참여참여 강조강조강조강조 
 

새로운새로운새로운새로운 대화형대화형대화형대화형 전시물로전시물로전시물로전시물로 박람회박람회박람회박람회 방문객들에게방문객들에게방문객들에게방문객들에게 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 및및및및 프로그램에프로그램에프로그램에프로그램에 대한대한대한대한 학습학습학습학습 제공제공제공제공 예정예정예정예정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올해 Great New York State Fair에서 제공되는 새로운 

가족 친화적인 활동들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많은 신규 서비스들은 신규 “I Love NY” 

State Fair 번호판 주문, 새로운 일자리 찾기 및 새로운 E-ZPass 주문 등의 기회를 

포함하여 박람회 방문객들에게 제공될 예정입니다.  
 

Cuomo 주지사는 “매년 우리는 Great New York State Fair를 마지막 행사보다 더 낫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더 많은 교육 활동 및 뉴욕주 서비스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경험을 향상시키고 참석자들에게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뉴욕시민들이 이 박람회에 참석하여 뉴욕주가 제공하는 

최고의 것들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뉴욕주 당국 전시물뿐 아니라 주정부 전시물은 Center of Progress Building, Science and 

Industry Building, 그리고 Fairgrounds의 여러 위치에서 선보일 예정입니다. 뉴욕주 

농업진흥청(New York State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Markets) 전시관은 

Administration Building 정문에 위치할 예정입니다. 이 전시물은 8월 27일(목요일)부터 

노동절인 9월 7일(월요일)까지 Fair 기간인 12일 동안 내내 공개됩니다.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대화형 주정부 전시관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뉴뉴뉴뉴욕에서욕에서욕에서욕에서 만든만든만든만든 식품식품식품식품은 뉴욕 치즈 샘플, 메이플 시럽, 꿀, 그라놀라, 소스와 딥, 와인, 맥주 

및 증류주 등 Taste NY 전시관에서 선보일 예정입니다. Fair 기간인 12일 내내 참여하는 

70개 업체들과 함께 올해 이 박람회에 처음 참석한 식품 및 음료 업체는 수십여 개에 

달할 것입니다. 텐트 전시관은 정문 안에 있습니다.  
 

방문객들은방문객들은방문객들은방문객들은 새새새새 번호판번호판번호판번호판 사진을사진을사진을사진을 촬영촬영촬영촬영할 수 있는데, 촬영 장소인 Center of Progress의 DMV 

전시관에는 시력 검사, 지역 사무소 방문 예약, 장기 기증 프로그램 등록, 운전 면허증 

등록 또는 갱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박람회 방문객들은 부스에서 즉시 

맞춤형 State Fair 번호판을 주문할 수 있습니다(샘플 보기는 여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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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의구직자의구직자의구직자의 일자리일자리일자리일자리 찾기찾기찾기찾기는 노동부의 Jobs Express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대화형 

대형 TV 모니터는 박람회 방문객들이 뉴욕주 전역에 걸쳐 125,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검색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주지사의 Exploited Worker Task Force 및 Nail Salon 

Enforcement Task Force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E-ZPass는는는는 유료로유료로유료로유료로 제공제공제공제공되며 Thruway Authority & Canal Corporation 부스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히 결제가 끝나면 고객들은 iPad를 통해 현장에서 즉시 새 태그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박람회 방문객은 역사적 타임라인 및 강조 지도를 정독하여 뉴욕의 

운하와 고속도로 시스템에 대한 모든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을어린이들을어린이들을어린이들을 위한위한위한위한 캡틴캡틴캡틴캡틴 아메리카와아메리카와아메리카와아메리카와 아이언맨과의아이언맨과의아이언맨과의아이언맨과의 만남만남만남만남의 행사는 보건부 부스에서 9월 

4일과 5 일 사이에 진행됩니다. 
 

자외선에자외선에자외선에자외선에 의한의한의한의한 피부피부피부피부 손상손상손상손상 학습학습학습학습은 보건부가 주최하는 Dangers of Tanning 전시관에서 

진행됩니다. 기공 크기, 갈색 반점, 태양에 의한 피부 손상 및 박테리아 등 얼굴의 각종 

측면을 사진으로 촬영하는 VISIA Skin Analysis System을 사용하여 여러분의 피부 

상태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박람회박람회박람회박람회 내부내부내부내부 3에이커에이커에이커에이커 면적의면적의면적의면적의 State Park는 방문객들이 즐길 수 있도록 공개될 

예정입니다. 무성한 식물과 숲이 무성한 오아시스에는 나무가 늘어선 경치가 비치는 

풀장과 그늘이 있는 피크닉 지역에 추가된 재구성된 레이아웃, 다채로운 환영 배너, 간판, 

전시 및 새로운 키오스크가 포함됩니다. 이곳에 있는 동안 박람회 방문객들은 18세기 

초콜릿 제조 시연에 참가하고, 생생한 Birds of Prey 쇼를 직접 체험하며 즐기고, 뉴욕주 

전역에 걸쳐 이 주립 공원에 살고 있는 다른 종들과 함께 자연과의 긴밀하고 개인적인 

경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전체 일정 보기는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아이들은아이들은아이들은아이들은 실습을실습을실습을실습을 통해통해통해통해 세균의세균의세균의세균의 위험성을위험성을위험성을위험성을 직접직접직접직접 경험경험경험경험하는데, 어두운 곳에서도 빛을 내는 Glo 

Germ™이라는 제품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은 자외선에 노출되었을 때 노출이 심한 

광선을 방출하는 재미 있고 안전한 제품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는 세균”으로 

바꿔줍니다. 시연 시간은 매일 오전 10-11시, 오후 12:30-1:30, 오후 4:30-5:30 및 오후 7-

8시입니다.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경찰도경찰도경찰도경찰도 참석참석참석참석하는 이 행사는 가족들이 함께 State Police Dive Team이 물속에서 

작전을 펼치고, Canine and Bomb Disposal Unit 팀이 자신들의 실력을 뽐내고, Special 

Operations Response Team이 높이가 50피트인 탑 전망대에서 레펠을 시연하는 모습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Bell 407 헬기를 가까운 위치에서 보고 실제 조종사와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어린이들은 심지어 순찰차에 앉아서 지붕 위의 경고등을 켤 수 있습니다. 
 

운전자들이운전자들이운전자들이운전자들이 문자문자문자문자 메시지를메시지를메시지를메시지를 주고주고주고주고 받으며받으며받으며받으며 운전하는운전하는운전하는운전하는 위험성에위험성에위험성에위험성에 대해대해대해대해 학습학습학습학습하는 이 세션은 

보건부 전시관의 AT&T It Can Wait 시뮬레이터로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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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합리적인합리적인합리적인 가격에가격에가격에가격에 건강한건강한건강한건강한 음식음식음식음식 섭취에섭취에섭취에섭취에 대한대한대한대한 아이디어아이디어아이디어아이디어는 영양 전문가뿐 아니라 건강한 

식사를 위한 비디오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Office of Temporary & Disability 

Assistance 부스에 위치한 USDA가 개발한 “myPlate” 대화형 건강식 및 간식 선택 컴퓨터 

게임은 2개의 대형 터치 스크린 모니터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전시관에는 

SNAP(Supplemental Nutritional Assistance Program) 전문가가 주도하는 흥미로운 영양 

기반 활동이 포함됩니다. 자녀 양육비를 받거나 자녀 양육비를 버는 방법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얻기 위해 담당자들과 만나 상담할 수 있습니다. 
 

꿀벌이꿀벌이꿀벌이꿀벌이 뉴욕의뉴욕의뉴욕의뉴욕의 농업에농업에농업에농업에 중요한중요한중요한중요한 이유이유이유이유가 궁금하시면 농업 진흥청(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Market) 전시관 텐트에 오셔서 벌집을 유리로 관찰할 수 있게 한 특수 구조물을 통해 

양봉업자들이 방문객들에게 공개하는 꽃가루 받이 과정을 자세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단체들은 모든 연령대의 박람회 방문객들을 매료시키게 될 박람회의 

각종 요일별 전시관을 제공합니다. 8월 27일과 28일 양일 간에는 강의 작용과 침식의 

기본 원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배우는 과정에서 박람회 참가자들이 직접 실습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대화형 EMriver 모델을 전시하고, 8월 30일과 31일에는 Milk Control and 

Dairy Services 담당자가 우유를 치즈와 요구르트로 제조하는 공정을 시연합니다. 
 

약물약물약물약물 남용과의남용과의남용과의남용과의 싸움에싸움에싸움에싸움에 합류하십시오합류하십시오합류하십시오합류하십시오. 방문객들은 South Colonie 고등학교 학생들이 

설계한 간판 전시물로부터 헤로인 남용 예방에 대한 최선의 메시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메시지는 매일 NYS Office of Alcoholism and Substance 

Abuse 소셜 미디어에 게시됩니다.  
 

방문객들은방문객들은방문객들은방문객들은 정신정신정신정신 건강을건강을건강을건강을 개선하는개선하는개선하는개선하는 자원과자원과자원과자원과 연결연결연결연결할 수 있는 4개의 무료 모바일 앱 시연을 

뉴욕주 Office of Mental Health 부스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앱은 청소년들이 불안을 

해소하고, 왕따를 막고, 참전용사와 서비스 멤버들이 튼튼하고 긍정적인 정신 건강을 

증진할 수 있게 해줍니다. 9월 3일과 4일 동안 방문객들은 Western New York의 

어린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료용 강아지인 Tommy의 발을 잡고 악수할 수 

있습니다. 농장소유주와 기타 농경업자들은 Dairy Day(8월 31)와 Grange Day(9월 

5일)에 잠시 들러서 뉴욕주 농경업자들에게 의료 추천을 하거나 자원을 제공하는 뉴욕주 

FarmNet 의료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전역의전역의전역의전역의 청정청정청정청정 에너지에너지에너지에너지 학습학습학습학습은 Department of Public Service, New York State 

Energy Research & Development Authority 및 New York Power Authority 전시관에서 

대화형 지도를 통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뉴욕주 우편번호를 입력하여 뉴욕주에 

걸쳐 청정 에너지 프로젝트를 강조하는 지도를 보시고 Cuomo 주지사의 에너지 개선 

비전으로 어떻게 모든 뉴욕시민들이 더 깨끗하고, 확실하고, 합리적인 에너지의 미래를 

여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가족은가족은가족은가족은 재해와재해와재해와재해와 비상비상비상비상 사태에사태에사태에사태에 대비하는대비하는대비하는대비하는 방법방법방법방법을 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 Emergency 

Services 소속 전문가에게 배울 수 있습니다. 간단한 설문조사를 통해 방문객은 자신의 

개인 준비를 평가할 수 있고 무료 손전등 또는 비상 망치뿐 아니라 재난 및 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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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으로부터 개인의 안전을 개선할 수 있는 정보를 받게 됩니다.  
 

House of Hazards에서에서에서에서 화재화재화재화재 안전에안전에안전에안전에 대한대한대한대한 교육교육교육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NYS 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 Emergency Services Office of Fire Prevention and Control에서 

제작한 성인과 어린이가 화재 안전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위한 대화형 전시물입니다. 

House of Hazards는 주방 화재 및 기타 가정 화재 위험과 같은 일반 화재 위험에 대한 

각각의 중요 화재 및 생명 안전 메시지와 함께 5개의 스테이션이 있습니다. 
 

브리지브리지브리지브리지 엔지니어엔지니어엔지니어엔지니어 현장현장현장현장에서 방문객들은 설계 소프트웨어를 엔지니어링에 대한 

현실적이고 매력적인 도입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트러스 교량 외에도 

뉴욕주 교통국 엔지니어들이 어떻게 컴퓨터를 안전한 다리를 만들고 유지하는 문제 해결 

도구로 사용하는지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자연자연자연자연 속의속의속의속의 여행을여행을여행을여행을 계획하고계획하고계획하고계획하고 재미있는재미있는재미있는재미있는 사진을사진을사진을사진을 촬영촬영촬영촬영하는 활동은 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부스에서 진행됩니다. 방문객들이 뉴욕주 숲과 공원 및 

기타 공공장소로 여행하는 계획을 짜고 방향을 정할 수 있는 State Land Interactive 

Mapper는 Log Cabin에서 제공되며, 오두막 앞에서는 실제 통나무 스키더 타이어와 거대 

박제 물고기를 배경으로 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회를 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문객들이 DEC가 어떻게 공기와 수질을 측정하는지와 산성비의 영향에 대해 배울 수 

있는 대화형 전시물도 있습니다.  
 

스포츠스포츠스포츠스포츠 면허증을면허증을면허증을면허증을 구매구매구매구매는 매년 박람회 내부 DEC 수족관 건물에서 자신의 사냥, 낚시, 

트래핑 면허증을 구입할 수 있는 수천여 명의 남녀 운동선수에 대하여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매일 면허증 판매 대리점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 방문객의 면허증 

구매 경험은 판매원들이 더 쉽게 기존 면허증, 특권, 허가서 및 태그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간소화된 면허 시스템 덕분에 더 향상될 것입니다. 면허증 구매자는 연간 갱신에 

대한 필요를 없애고 NYS ID에 대한 면허증 또는 운전 면허증을 나타내는 기회를 

제시하는 박람회에서 평생 스포츠 면허증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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