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0년 8월 28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2020년 가상 그레이트 뉴욕주 박람회 특별 행사 및 활동을 개시  

  

코로나19로 연기된 전국에서 세 번째로 큰 주 박람회, 연례 버터 조각상을 여전히 선보일 

예정  

  

박람회의 팬들은 박람회 및 파트너사의 가상 콘테스트 및 활동을 즐길 수 있어  

  

박람회장의 드라이브 스루 박람회 음식 행사는 노동절까지 계속될 예정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2021년에 다시 개최될 때까지 뉴욕 주민들이 

안전하게 박람회를 즐길 수 있는 가상 그레이트 뉴욕주 박람회(Great New York State 

Fair)의 특별 행사 및 활동은 완전히 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박람회 팬들은 

박람회장의 박람회의 음식 드라이브 스루, 젖소의 출산을 관찰할 수 있는 농장 가상 방문, 

박람회의 연례 버터 조각상(Butter Sculpture) 공개의 라이브 스트리밍을 즐길 수 

있습니다. 활동은 박람회의 전통의 일부를 나타내는 온라인 콘테스트와 가상 축하를 

포함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레이트 뉴욕주 박람회는 

우리나라의 첫 번째 및 가장 오래된 주 박람회이며 동부에서 가장 큰 박람회이기도 

합니다.  

  

그레이트 뉴욕주 박람회는 많은 뉴욕 주민이 주변에서 여름 휴가 및 여행 계획을 세우는 

귀중한 전통입니다. 코로나19로 우리의 위대한 박람회가 연기되었지만, 뉴욕 주민들은 

이 178년 된 오랜 전통이 지속되어 이 힘든 시기에 가상으로 박람회를 즐길 수 있도록 

새로운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박람회에서 가장 기대되는 명물 중 하나인 연례 버터 조각상은 데어리 프로덕트 

빌딩(Dairy Products Building) 건물 내에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조각상이 9월 1일 

화요일에 완성되면, 미국 낙농협회 동북지부(American Dairy Association North East, 

ADANE)가 저속촬영 동영상을 여기에 공개합니다. 박람회에서는 페이스북(Facebook) 

페이지를 통해 팬들을 위한 직접 만든 버터 조각상 경연대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합니다. 

콘테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 낙농협회 

동북지부는 버터 조각상 대회 또한 운영하며,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nysfair.ny.gov/#_blank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cfa64684-93834ae7-cfa4bfb1-0cc47aa88e08-f40b0851a66a6484&q=1&e=4092a62f-1228-4e9b-b111-576da0b0cf94&u=https%3A%2F%2Fwww.facebook.com%2FAmericanDairyNE%2F#_blank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84c50ab0-d8e006d3-84c7f385-0cc47aa88e08-a0ea104b02b63489&q=1&e=4092a62f-1228-4e9b-b111-576da0b0cf94&u=https%3A%2F%2Fwww.facebook.com%2Fnysfair%2Fposts%2F10157392768795373#_blank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1d9c0042-41b90c21-1d9ef977-0cc47aa88e08-343be799ff5c5ae6&q=1&e=4092a62f-1228-4e9b-b111-576da0b0cf94&u=https%3A%2F%2Fwww.facebook.com%2FAmericanDairyNE#_blank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1d9c0042-41b90c21-1d9ef977-0cc47aa88e08-343be799ff5c5ae6&q=1&e=4092a62f-1228-4e9b-b111-576da0b0cf94&u=https%3A%2F%2Fwww.facebook.com%2FAmericanDairyNE#_blank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1d9c0042-41b90c21-1d9ef977-0cc47aa88e08-343be799ff5c5ae6&q=1&e=4092a62f-1228-4e9b-b111-576da0b0cf94&u=https%3A%2F%2Fwww.facebook.com%2FAmericanDairyNE#_blank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88152532-d4302951-8817dc07-0cc47aa88e08-88f77319be8abb95&q=1&e=4092a62f-1228-4e9b-b111-576da0b0cf94&u=https%3A%2F%2Fwww.americandairy.com%2Fnews-and-events%2Fdairy-diary%2Fnew-york-state-fair-instagram-contest.stml#_bl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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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레이트 뉴욕주 박람회는 주변에서 박람회를 찾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전통적인 

행사이며 농업 전시 및 훌륭한 음식 및 엔터테인먼트를 위해 매년 기다리는 행사이기도 

합니다. 올해 우리는 다른 어떤 해보다도 힘든 해에 직면했지만, 다른 곳과 달리 뉴욕 

주민과 함께 복원력을 위해 애썼으며 박람회 방문자들과 이러한 새로운 방식으로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행사 및 활동 일부를 공유하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곧 모두와 함께 

축하할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뉴욕주 박람회(New York State Fair)의 Troy Waffner 디렉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올해 박람회를 그리워하리라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박람회를 전통으로 여기는 이들로부터 수많은 전화 통화, 이메일 및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활동이 박람회를 대체할 수는 없다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가 박람회를 사랑하는 이유를 상기하고 다시 만날 때까지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랜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박람회를 계획하기 위해 이 시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람회는 스테이트 페어 엣 홈(State Fair At Home)을 운영하고, 박람회 벤더들의 

소매점을 방문하고 음식 및 음료를 만들고, 박람회 팬덤의 멋진 이야기를 제공하는 등 

노력을 해주신 사람들에게 가상 콘테스트에서 상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모든 콘테스트는 

박람회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있습니다.  

  

또한 박람회는 뉴욕 역사의 참정권 운동에 대한 소셜 미디어 사이트에서 여성 

참정권(Women's Suffrage) 100주년을 주 박람회의 노력과 더불어 사진을 통해 기념하고 

있습니다.  

  

다른 박람회 파트너들도 자신만의 가상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박람회 중 유명한 

젖소 출산 센터(Dairy Cow Birthing Center)를 운영하는 뉴욕 동물 농업 연합(New 

York Animal Agriculture Coalition)은 그룹의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실시간 소의 출산 

장면을 보여드리기 위해 많은 헛간을 방문할 것입니다. 박람회는 무역 그룹들과 

협력하여 개발 계획에서 소고기의 날(Beef Day), 낙농업의 날(Dairy Day)와 같은 농업 

상품을 위한 기념일의 전통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람회 스타일의 음식을 찾는 분들은 노동절(Labor Day)까지 주말에 박람회의 오렌지 

로트(Orange Lot)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 박람회 벤더들이 모여 드라이브 스루 푸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녁에는 사회적으로 거리를 유지하는 드라이브 인 영화를 

제공합니다.  

  

박람회가 1841년에 설립된 이래로 연간 이벤트가 취소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박람회는 제2차 세계 대전 중 군사 훈련 시설로 사용 중이었기 때문에 1942~48년에 

취소되었습니다.  

  
###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0ed298bf-52f794dc-0ed0618a-0cc47aa88e08-7bbedfe959b72ad9&q=1&e=4092a62f-1228-4e9b-b111-576da0b0cf94&u=https%3A%2F%2Fwww.facebook.com%2Fnysfair%2Fposts%2F10157406092715373#_blank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a6fc0d4d-fad9012e-a6fef478-0cc47aa88e08-8017b85053293642&q=1&e=4092a62f-1228-4e9b-b111-576da0b0cf94&u=https%3A%2F%2Fwww.facebook.com%2FNYAnimalAg%2F#_bl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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