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8/28/2015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ANDREW M. CUOMO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주지사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GREAT NEW YORK STATE 박람회에박람회에박람회에박람회에 새로운새로운새로운새로운 모바일모바일모바일모바일 앱과앱과앱과앱과 새로새로새로새로 단장한단장한단장한단장한 

웹사이트를웹사이트를웹사이트를웹사이트를 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9월 7일까지 매일 열리는 Great New York State 

박람회를 위해 새로운 모바일 앱과 업데이트된 웹사이트를 소개하였습니다. 이 새로운 

도구들로 인해 사용자들은 온라인으로 티켓을 구매하고 하루 종일 행사를 알리는 맞춤형 

스케줄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 도구는 관람객들에게 자신들이 축제 마당의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줄 수 있는 GPS-실행 지도를 담고 있습니다. Persource에서 제작한 

모바일 입은 nysfair.org/app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앱과 웹사이트는 뉴욕에서 가장 소중한 전통 중 하나를 21세기로 불러올 

것입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웹사이트와 모바일 전화에 이 도구를 깔면 

박람회장에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계획을 짜고 뉴욕주가 제공하는 최상의 모습을 보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용이해질 것입니다. 모든 분들이 이 도구를 사용하고 올해에 Great 

New York State 박람회를 보러오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앱은 Apple과 Google Play 마켓플레이스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앱을 

켜면 시간 단위 행사와 음악쇼를 스크롤하여 맞춤 일정을 짤 수 있습니다. 어떤 행사를 

일정에 추가하면 해당 행사가 시작하기 5분 전에 알림 서비스를 받습니다. 이 앱은 또한 

“Food Finder”라는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GPS를 사용하여 사용자의 정확한 

위치를 정확히 찾아내고 박람회 음식 판매소의 장소를 보여줍니다. 
 

커뮤니케이션은 이 앱에서 또 다른 중요 기능입니다. Facebook과 Twitter 버튼이 있어서 

사용자들은 실시간으로 박람회 포스트와 트위터를 볼 수 있고, Messages 섹션은 

중요하거나 긴급한 정보를 모든 앱 사용자들에게 즉시 보내줄 수 있습니다.  
 

이 앱은 새로운 웹사이트, www.nysfair.org,와 곧바로 연결되어 있어서, 양 플랫품에서 

즉시 컨텐츠를 변경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웹사이트는 2012년 최종 재단장한 이후로 

업데이트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웹 브라우징은 전화와 태블릿으로 옮겨 갔습니다. 현재, 

뉴욕주 박람회 웹사이트 방문객 중 절반 이상은 모바일 기기를 통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와 대응하여, 새로운 웹사이트는 대형 모니터를 가진 데스크탑 컴퓨터로 또는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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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의 휴대폰으로 접속하는 것과 상관 없이 현재 모바일 대응 방식ㅡ 즉 스크린 크기를 

바탕으로 디자인을 조정하는 식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Troy Waffner 박람회 소장 대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관람객들이 Great 

New York State 박람회에서 색다른 경험을 느낄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는 게이트를 통과하기 오래 전에 시작합니다. 우리는 고기능의 호환되는 앱으로 

새롭게 단장된 웹사이트를 제공하여 관람객들이 한 번의 버튼 터치로 박람회의 최신 

정보와 연중 행사 정보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새 웹사이트는 뉴욕주 박람회 시즌에 하루 최고 50,000명의 방문객에 이르는 많은 

트래픽을 처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다른 개선사항으로는 보다 생동감 넘치는 컬러 

방식, 사용자가 화면을 스크롤 다운할 때 각 페이지 상단에 떠 있는 컬러 고팅된 

네비게이션 바, 그리고 검색을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키워드 방식으로 사용자에게 

지름길을 알려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박람회 일정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 웹사이트의 오랜 기능도 

향상되었습니다. 박람회 기간 12일 동안에는 500여개의 무료 음악 공연을 포함해 다양한 

행사가 열립니다. 박람회장에서 보낼 하루 계획을 짜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개선된 웹사이트 도구가 박람회 행사를 여러 다른 방법으로 보여드리며 계획을 

더 쉽게 하고 일정을 일별, 시간별, 장소별로 짤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웹사이트는 12일간 열리는 박람회 및 수 박람회장의 백가지의 행사를 위한 연중 

사용과 관련된 모든 컨텐츠를 통합하고 있고, 각 시즌별로 전체 웹사이트 변경하던 

관례도 없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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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웹사이트에 가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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