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년 8월 29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2017년 그레이트 뉴욕주 박람회 성공을 축하하기 위해 4개의 특별 

박람회 기간을 발표  

 

박람회 동안 선정된 관람객의 입장료는 단 1달러에 불과  

 

주 박람회, 관광산업을 촉진하고 커뮤니티 활성화와 경제 성장을 위한 이 지역의 종합 

전략인 “센트럴 뉴욕 부흥(Central NY Rising)” 계획을 보완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2017년 박람회 상반기의 성공을 축하하기 위해 

그레이트 뉴욕주 박람회(Great New York State Fair)의 추가 특별 박람회 기간 4개를 

발표하였습니다. 일요일, 박람회는 123,206명이라는 사상 최고의 단일 관람객 수를 

기록하였으며, 월요일은 88,943명으로 그날 가장 높은 참가자 수를 기록하였습니다. 

8월 30일 수요일부터 노동절 박람회가 끝날 때까지, 특별 박람회 기간 중 선정된 

관람객에 한하여 박람회 입장료 1달러 혜택을 드립니다. 이 신규 프로모션은 보다 많은 

방문객에게 새로 개선된 박람회장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선사하여 관광산업 촉진을 

지원하고, 지역의 경제 성장 전략인 “센트럴 뉴욕 부흥(Central New York Rising)” 계획을 

보완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속적인 투자로 인해 그레이트 뉴욕주 

박람회(Great New York State Fair)는 세계적 수준의 관광지로 변모하였습니다. 올해 

박람회는 기록적인 속도로 성장하였으며, 센트럴 뉴욕으로 보다 많은 방문객을 유치하고 

지역이 계속해서 성장하도록 돕는 이러한 프로모션으로 성장세를 계속 유지할 

것입니다.”  

  

추가 특별 박람회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생 할인 혜택(College Day is Every Day) 

세계적 수준의 뉴욕주 칼리지 및 대학의 승인을 받아, 수요일부터 노동절까지 유효한 

신분증을 제시하는 대학생에게 박람회 입장료 1달러 혜택을 드립니다.  

  

관람객수 기록 경신 기념 할인 혜택(You Set the Record Days) 



 

 

지난 주 일요일 사상 최고의 관람객 수를 달성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성원해 주신 

관람객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수요일과 목요일 양일 박람회 입장료 1달러 혜택을 

드립니다. 

 

스피드웨이 이용 할인 혜택(Speedway at the Fair) 

아울러, 수요일부터 노동절까지 오스위고 스피드웨이(Oswego Speedway) 또는 왓킨스 

글렌 인터네셔널 스피드웨이(Watkins Glen International Speedway) 티켓 반쪽을 

제시하시는 관람객께 박람회 입장료 1달러 혜택을 드립니다.  

 

시러큐스 대학교 및 뉴욕 스포츠의 날 할인 혜택(SU and NY Sports Day) 

금요일, 관람객들께서 팀 정신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시러큐스 대학교(Syracuse 

University) 풋볼 시즌 홈 경기 시작을 기념하여, 선호하는 학교, 칼리지 또는 프로 스포츠 

팀 모자, 티셔츠, 유니폼을 입은 관람객께 박람회 입장료 1달러 혜택을 드립니다. 

  

오논다가 카운티의 Joanie Mahoney 카운티 행정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지사님의 투자로 인해 박람회가 그 어느 때보다도 성대하게 개최되고, 기록적인 

숫자의 관람객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 기간은 뉴욕 주민들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박람회장은 우리가 알고 있듯 지역의 경제 엔진이 되고 있으며, 

모든 CNY 주민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 박람회 기간이 6일 남았습니다. 2017 

박람회가 얼마나 훌륭한지 모든 사람들이 경험해 보기를 고대합니다.”  

  

Troy Waffner 박람회 디렉터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람회에서 뉴욕주의 훌륭한 

관광명소, 스포츠 팀 및 고등 교육 기관을 기념하는 새로운 프로모션 기간 혜택을 

제공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박람회는 뉴욕주 전체를 대표하며, 관람객에게 특별 

할인 상품을 제공하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모든 관람객들께 하루 종일 즐길 수 있는 

오락거리와 즐거움을 선사할 박람회 입장료 1달러 혜택을 이용하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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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람회장을 활성화하려는 Cuomo 주지사님의 계획은 이 지역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 

넣었으며, 반응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새로운 관광명소, 전시 및 시설을 선보이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이번 특별 기간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흥미로운 새 박람회 시설을 

모두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선사하는 매우 좋은 기회입니다.”  

 

Cuomo 주지사의 5,000만 달러 규모 박람회 활성화 계획 제 1단계는 보다 크고 

쾌적하며 수익성 높은 미드웨이(Midway), 새 시그니처 스카이라이더인 브로드웨이 

스카이라이너(Broadway Skyliner), 시선을 사로잡는 새로운 메인 게이트(Main Gate), 더 

새로워진 인기 있는 뉴욕주립경찰 전시회(New York State Police Exhibit)의 새 전시관, 

인디언 빌리지(Indian Village)의 터틀 마운드(Turtle Mound) 재건 등의 성과를 이루어 

내었습니다. 박람회 후에는 7,000만 달러 규모의 제 2 단계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133,000 평방 피트의 가변 공간 배치가 가능한 엑스포지션 센터(Exposition Center)와 

박람회의 가장 큰 주자장의 대규모 재건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three-upstate-new-york-teams-selected-request-proposals-state-fair


 

 

  

개조 공사는 2016년 박람회에서 시작되어 폭넓은 인정을 받았으며, 112만 명에 달하는 

기록적인 관람객 수와 더불어, 개선된 박람회장의 개방성, 청결성 및 프로그램에 대한 

관람객들의 극찬을 이끌어 냈습니다.  

  

센트럴 뉴욕 성장(Central NY Rising) 계획 가속화  

오늘의 발표는 강력한 경제 성장과 지역사회 발전을 만들어 내기 위한 이 지역의 종합 

청사진인 “센트럴 뉴욕 성장(Central NY Rising)” 계획을 보완합니다. 뉴욕주에서는 이미 

2012년부터 글로벌 시장 기회의 활용, 기업가 정신의 강화 및 포괄적 경제 창출 등 이 

계획에 대한 준비 작업을 위해서 이 지역에 거의 3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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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ral NY Rising) 계획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5억 달러 

투자는 민간 사업체들이 25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도록 장려할 것이며, 제출된 이 지역의 

계획에서는 최대 5,900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농업시장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Markets)가 운영하는 

뉴욕주 박람회(New York State Fair)는 2017년 8월 23일부터 9월 4일까지 진행됩니다. 

그 테마에 잘 나타나 있듯, 이 박람회의 사명은 “최고의 발견(FIND YOUR 

GREAT)”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뉴욕주 최고의 농산물을 소개하고 최고 수준의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레이트 뉴욕주 박람회(Great New York State Fair) 개최지는 375 에이커의 전시 및 

오락 단지로서 연중 운영됩니다. 연중 행사 일정이 박람회 웹사이트에서 제공됩니다. 

페이스북에서 그레이트 뉴욕주 박람회 소식을 확인하고, 트위터에서 @NYSFair 를 

팔로우하며, 스냅챗에서는 nysfair에서 소식을 확인하고, 박람회 사진은 

Flickr.com/photos/nysfair 에서 즐기세요. 아울러, 뉴욕 주민들은 그레이트 뉴욕주 

박람회(Great New York State Fair)에 대한 자신의 아이디어를 

statefairideas@agriculture.ny.gov 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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