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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사 ANDREW M. CUOMO

CUOMO 주지사,
만 달러를
주지사 NEW YORK STATE FAIRGROUNDS 재건을 위해 5,000만
지원한다고 발표

새로운 박람회 센터, 승마 시설 및 확장된 콘서트 구역은 Fairgrounds를 연중 개방되는
다중 이용 시설로 전환할 예정임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Onondaga 카운티의 New York State Fairgrounds를
전국에 걸쳐 더 많은 행사와 방문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연중무휴로 개방되는 최고의 다중
이용 시설로 전환하기 위한 재건 사업에 약 5,00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에는 각종 주차 및 보행자 안전 개선뿐 아니라, 더 많은 관광명소와 400 규모의 RV
Park를 수용하기 위해 더 큰 Midway인 대형 콘서트를 가질 수 있는 110,000 평방피트의
유연한 공간, 확장된 축제 무대를 갖춘 새로운 다목적 박람회 센터가 포함됩니다.
“State Fair는 Central New York의 가장 큰 경제 엔진 중 하나이지만, 수 년 동안 주요
업그레이드를 필요로 해왔기 때문에. 처음부터 Fairgrounds 재설계에 집중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이라고 Cuomo 주지사는
주지사 말했습니다. “이 계획은 Fairgrounds를 일년
내내 경제 활동을 낳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시설로 만들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Fair, 새로운 지역 경제의 첫 걸음이며, 새로운 Upstate New York의 모든
부분에 해당됩니다.”
New York State Fairgrounds는 근본적으로 1세기에 그대로 방치되었습니다. 주요
재설계도 이뤄지지 않은데다 지붕 시스템, 전기 시스템, 상하수 매인 및 도로 수리 등의
기본 재건에 대하여 그 어떤 투자도 이뤄진 적이 없었습니다. 녹지, 빗물 인프라 및 빗물
수집 시스템의 부족은 폭풍우 발생 시 심각한 홍수를 야기합니다.
뉴욕주 농경진흥부(State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Markets) 장관 Richard Ball은
은
농경진흥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New York State Fair는 매년 더 계속 나아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뉴욕주 농업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새로운 활동, 여가 및 음식을 맛보고, 오랜 뉴욕주
전통을 경험하려는 약 100만여 명의 방문객들이 모이는 명소입니다. Fairgrounds는
뉴욕시민들에게 너무 많은 의미를 갖기 때문에 주지사의 계획은 이 시설과 지역사회를
연결하고 뉴욕 최고의 농업 관광 명소로서 미래를 보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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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York State Fair 실무 이사 Troy Waffner는
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Fairgrounds를 재설계하려는 Cuomo 주지사의 계획은 Fairgrounds를 소생시킴으로써,
대형 콘서트, 더 많은 관광명소 및 더 나은 숙박 시설과 함께 환상적인 12일 간의 Fair
행사를 열 수 있을 뿐 아니라 연중 내내 열리는 세계적 수준의 관광 및 행사 명소로
자리매김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 기회가 Fairgrounds의 전환점이 될 수 있게 해준 Cuomo
주지사께 감사 드립니다.”
계획
1. 새로운 시설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관람석과 모터 트랙 제거;
2. Expo Center 건축 – 면적이 110,000평방피트인 최첨단 다중 이용 시설을 통해
전시회, 승마 쇼, 중간급 콘서트 및 기타 행사 등을 주관할 예정;
3. 더 큰 현대식 Chevy Court Festival Stage 및 휴식 공간 구성;
4. 더 견고한 축제를 위해 Midway 확장 및 업그레이드;
5. 방문객의 경험을 향상시키고 더 다양한 관광 명소를 소개하기 위해 많이 필요로
하는 인프라 업그레이드 수행;
6. 신축 400개의 RV 공원을 만들어 Fair와 Lakeview Amphitheater를 열고 연중
내내 Fairgrounds에서 수 많은 대형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Onondaga 카운티 행정관 Joanie Mahoney는
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주지사의
지원으로, 우리는 최근 사상 최고의 State Fairs의 일부를 보았지만 앞으로 몇 년 동안
Fair를 탄탄하게 유지하기 위해 상당한 자금을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이 계획이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기에 하루 빨리 신축 건물과 개조가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신축 Expo Center부터 Midway 개선 및 RV Park까지 이것은 Fairgrounds가 일년 내내
경제 활동의 주요 원천이 될 수 있게 할 것이기 때문에 Fair와 Onondaga 카운티 모드에
대한 공약에 따라 이러한 계획에 결실을 맺게 해준 주지사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표합니다.”
Bill Magnarelli 하원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 덕분에 이 부지
재건을 위해 수십 년 간 기다렸던 수백만 달러 상당의 업그레이드 및 재건 사업은 결실을
맺을 것이고, Onondaga 카운티는 일년 내내 대형 프로그램, 행사 및 회의를 유치하는
최고 시설의 원점이 될 것입니다. 즉, 우리 지역에 대한 관광사업과 지역적 관심이 커지고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주지사의 지원 덕택에 이 State Fair의 재건이
현실화되는 것을 보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John DeFrancisco 상원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이것은 Syracuse 및
Onondaga 카운티가 전국에서 가장 크고 가장 멋진 전시회, 콘서트, 기타 대형 행사 중
일부에 대한 주요 경쟁지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하려는 계획입니다. 이 재설계와
주지사의 지원으로, Fairgrounds는 Fair기간 동안이나 여름 시즌뿐 아니라 연중 내내
Syracuse 및 Central New York에게 경제 활동의 원점이 될 것입니다. 이 재설계가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말 지난 수십 년 동안 보았던 그
어떤 Fairgrounds 투자와 다른 훌륭한 계획이며 이 지역의 경제에 보탬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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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설을 위한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관람석과 모터 트랙 제거
1972년 처음 건설된 기존 관람석은 야외 콘서트 장소로 사용하도록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대 예술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장비가 없었습니다. 사실, 관람석의 오래된
특성은 Fair 기간 동안 공연 활동을 예약하는 노력을 저해했고 관람석 자체는 수익성이
매우 낮아 폐업이 불가피했습니다. 또한, Fairgrounds와 근접한 Onondaga 카운티의
Lakeview Amphitheater 개장으로 이 지역은 이미 대형 콘서트를 열 수 있는 최고의
최첨단 명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관람석은 Fairground 개선을 위한
중요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제거될 것이며, 향후 Fair 공연이 이뤄지면 Lakeview
Amphitheater에서 거대한 유료 콘서트가 열릴 것입니다.
모터 트랙은 현재 연례 Super DIRT Week를 위해 1년에 한 번 사용됩니다. 관람석처럼,
모터 트랙을 제거하면 연중 내내 각종 이벤트에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개조 및 현대식
시설을 위한 공간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Super DIRT Week의 지속적인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주지사는 또한 뉴욕주가 이들이
Central New York에 남을 수 있도록 하는 행사 주최자와 10년 간 파트너십을 유지하는
데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주는 또한 Super DIRT Week가 향후 5년간 확장 및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5만 달러의 프로모션 지원금을 투자할 것입니다.
관람석 및 모터 트랙 모두의 제거는 300만 달러의 비용이 예상됩니다.

최첨단 다용도 Expo Center건축
신축 Expo Center는 현재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신규 프로그램은 향후에 추가될 수
있도록 하는 많이 필요로 하는 공간을 추가함으로써 면적은 약 110,000평방피트에 달할
것입니다. 건물의 디테일 건축은 처음부터 더 오래된 역사적 건물을 보완하도록 설계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콘서트 및 행사 공간 외에도, Expo Center는 새로운 승마 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Fair의 기존 승마 시설은 실질적 혁신 없이 수 세대 동안 운영되었기 때문에
매우 노후된 상태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Doctor of Veterinary Medicine (DVM) Horse
Barn은 1935년에 지어졌고, 기존 콜로세움은 1934년에 지어졌으며, 주 마구간은
1917년에 지어졌고, 경주마 전용 마구간은 1910년에 건설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
콜로세움 링은 대규모 승마 프로그램을 진행하기에 너무 작고, 현대식 프로그램의
표준으로 자리잡은 온수 세척장 및 대형 스톨 등의 편의 시설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 신축 승마 시설은 Fairgrounds가 지역 및 국가적으로든 경쟁력 있는 명소가 될 수 있게
해주는 2개의 야외 링과 지붕이 달린 하나의 링을 제공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4-H부터
Can-Am Hunter/Jumper Shows까지 모든 규모의 관람 프로그램이 포함됩니다. 이 신축
시설에도 크기가 10 '× 12' 이상인 온수 세척장 및 대형 스톨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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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Expo Center 공간의 가능한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면적이 10'× 10'인 부스
400개를 수용하고, 4,500명의 인원이 앉을 수 있는 총회석, 또는 최대 2,000개의 관람석
좌석과 130개의 마차를 수용하는 면적이 150 'X 300'인 경기장.
Expo Center 및 승마 시설의 완공은 2017년 7월 예정이며 이 공사의 건설 비용은
2,900만 달러에 달합니다. 연간 약 1,000만 달러의 경제 효과를 낳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 큰 현대식 Chevy Court Festival Stage 건축
이 Fair는 아마도 미국에서 주 박람회 중 최고의 무료 음악 축제를 여는 명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여전히 기존 무대의 제약은 최근 몇 년 동안 그러한 명성을 가리웠습니다.
Chevy Court는 거의 40년 전에 건설되었는데, 그 크기는 현대식 관람 프로그램의
프로덕션 요구를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 시설의 제한된 무대와 무대 뒤의 구역뿐
아니라 기존 좌석 제한은 Fair 기간 동안과 당해 다른 시점에 열리는 정상급 예술가를
초빙하는 데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더 큰 최첨단 무대 건설은 Fair의 오랜 명성을 무료로 제공되는 고급 음악 축제 중
리더로서 자리를 굳힐 것입니다. 새로운 무대와 루프 시스템은 현대적인 표준에 따라
만들어졌기 대문에 비디오 월, 조명 및 사운드와 함께 더 큰 프로덕션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를 충족합니다. 안전 및 보안 강화로는 풀 카메라 시스템, 전자 액세스 제어, 펜싱,
게이트 및 관광 버스 및 프로덕션 차량에 대한 적절한 주차 위치가 포함됩니다. 추가
좌석은 총 30,000개 이상에 해당하는 20%까지 잠재 수용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추가됩니다. 이 신축 무대는 Fair가 음악 축제 및 기타 행사에 대하여 가까운 Lakeview
Amphitheater와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신축 Chevy Court Festival Stage 무대 완공은 2016년 7월 예정이며 건설 비용은 400만
달러입니다.
Midway의 확장, 방향 전환 및 업그레이드
현재, Midway의 이상한 모양으로 인해 Fair 기간 동안 승마 및 게임 배치가 최적으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명소로 데뷔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유틸리티 서비스 및 적절한 배수 시스템의 부족은 이
공간이 2주 동안 Fair 외부에서 관람 프로그램으로서의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막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주지사의 계획에 따라, 이 Midway는 12.5에이커에서 거의 16에이커로 확장되고
Fairgrounds의 진원지로 방향을 전환할 것입니다. 전체 인프라 업그레이드도 이뤄질
예정이며, 여기에는 적절한 크기의 위생시설과 비상 급수, 전기 및 통신 시스템의 설치뿐
아니라 할인 부스, 승마 및 캠퍼들을 위한 전기/상하수 연결 등이 포함됩니다. 이로써 Fair
기간 동안 더 많은 놀이기구와 게임을 위한 공간을 이용할 수 있고, 향후 4년 간 수익은
300만 달러에서 400만 달러로 증가할 것입니다. Fair 기간 외 다른 기간 동안 이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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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way는 Fairgrounds가 대형 집회 및 캠핑쇼를 여는 장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해주는
확장된 캠핑 구역뿐 아니라 야외 프로그램을 위한 대형 공간과 행사를 위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Midway 개선 공사 완공일은 2016년 7월 예정이며, 건설 비용은 250만 달러입니다.

많이 필요로 하는 방문객 경험 업그레이드 수행
현재, Fairgrounds에 오는 방문객들을 제일 처음 맞는 건축물은 부실하게 설치된
오래되고 눅눅한 정문으로 미국 장애인법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시설입니다. 또한, 전자
발권 및 스캔에 대한 현대식 기술 요구를 충족하지 못합니다.
이 정문은 현대식 행사 요구에 따라 ADA를 준수하는 동시에 처음 만들어진 역사적인
Fairgrounds 게이트를 연상시키는 방식으로 재구성됩니다. 새로 설계된 이 게이트는
새로운 거리 풍경, 좌석, 그늘 및 기타 방문객 편의시설과 함께 시각적인 즐거움을 안겨줄
것입니다.
추가 개선은 뉴욕의 경제적, 문화적, 역사적 의미를 포함하는 관점에서 뉴욕주의 과거와
미래를 강조하는 기능성 있는 공원과 같은 구역인 “NY Experience”의 창조를
지원합니다. NY Experience는 뉴욕 특수 작물 시범 사업을 통해 Fair 기간 동안 매일
Empire State의 다양한 측면을 선보이기 위해 설계된 생활 공간이 될 것입니다.
이 개선사업의 완공 예정일은 2016년 7월이며 건설 비용은 770만 달러입니다.

신축 400규모 RV Park 건설
주지사의 계획에는 신축 400규모 RV Park 건설이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50/30/20A 전기
옵션과 함께 완전한 캠프 후크업, 통신 및 상하수 연결뿐 아니라 욕실과 샤워를 지원하는
인프라가 제공됩니다. 보안 개선으로는 풀 카메라 시스템과 선택 지역에서는 블루
라이트 시스템이 포함됩니다. 신축 공원에서의 공간은 방문객의 경험을 계속 향상시키기
위해 현재 제공되는 것보다 더 넓어질 것입니다.
이 새로운 향상된 공간은 Good Sam’s RV Rally와 같은 RV 집회의 지속적인 예약을
지원하기 때문에, Fair, 승마 경기, Syracuse Nationals Car Show 그리고 Lakeview
Amphitheater의 행사와 연동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신축 RV Park의 완공 예정일은 2016년 7월이며 건설 비용은 380만 달러입니다. 이 신축
공원의 연간 매출은 1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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