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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뉴욕주 박람회 오렌지 롯 접근성 개선 프로젝트의 완료 발표  

  

690번 주간 고속도로의 새 동부행 경사로는 박람회 기간 고속도로의 교통 신호 

필요성을 없애  

  

프로젝트의 사진은 여기에서 확인 가능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고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이 지역의 종합 전략인 “센트럴 뉴욕 

성장” 계획을 보완하는 투자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박람회 오렌지 롯 2단계(New York State 

Fair Orange Lot Phase 2) 프로젝트의 건설이 완료되었다고 발표하여 박람회장에 대한 

접근을 개선하고 센트럴 뉴욕의 경제 엔진 중 하나의 변화를 강화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는 새로운 690번 주간 

고속도로(Interstate 690, I-690) 동부행 경사로 교량을 건설하여 주 박람회에서 향후 

행사 중에 고속도로의 임시 교통 신호가 필요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새로운 690번 주간 

고속도로의 동부행 경사로 교량은 또한 오렌지 롯을 오가는 여정을 쉽게 도와줄 10피트 

넓이의 보행자 통로로 보행자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완성은 단순한 롯 그 이상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도전에 관계없이 뉴욕이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더 튼튼하게 재건할 

것이라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도로 접근성 개선은 뉴욕주 박람회장(New York 

State Fairgrounds)에서 이미 이룬 수행한 훌륭한 작업을 개선하여 주 최대의 관광 명소 

중 하나로 만들며 주 박람회가 돌아올 때 그 어느 때보다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주 박람회의 65에이커 오렌지 로트 프로젝트의 2,700만 달러 규모의 1단계 건설은 

2017년 10월에 시작되었으며 2018년 그레이트 뉴욕주 박람회(Great New York State 

Fair) 시기에 교통부가 완료하였습니다. 1단계에서는 오렌지 롯에 7,000개 이상의 주차 

공간을 만들어 이전의 모래 표면에서 사용할 수 있었던 최대 4,000대에서 5,000대 

공간의 주차 공간을 늘렸습니다. 오렌지 롯 끝 서쪽에서 주간 고속도로 690 서쪽으로 

가는 새 출구 램프를 개방했습니다. 주 박람회, 오논다가 카운티 소유 원형극장에서 

690번 주간 고속도로까지 직접 연결되었습니다. 이 램프 개방 이전에 차량들은 

박람회밖에서 계획된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690번 주간 고속도로 출구 7구역에서 

오렌지 롯을 통해서만 나갈 수 있었습니다.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NYS_Fair_Orange_Lot.pdf


 

 

  

1,118만 달러의 주 박람회 접근성 개선의 2단계는 1단계를 더욱 진행시켰습니다. 

새로운 동부행 경사로에 더하여, 이 프로젝트는 매년 690번 주간 고속도로 주 

박람회에서 운영 중인 임시 교통 신호가 필요 없게 하였습니다.  

  

Marie Therese Dominguez 뉴욕주 교통부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에서 주와 경제가 회복함에 따라 우리의 인프라가 21세기의 요구를 충족하고 

지역사회와 관광 명소를 허용할 수 있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그레이트 뉴욕주 

박람회와 같은 볼거리를 성장시켜야 합니다. 이것은 보행자들이 박람회장을 오가는 또 

다른 길을 제공하면서 박람회 관람객들이 고속도로에 빠르고 쉽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적절한 프로젝트입니다. Cuomo 주지사의 표적 투자는 뉴욕주를 더 잘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있으며, 이는 어디보다 뉴욕주 박람회장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주 박람회의 Troy Waffner 디렉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렌지 롯 경사로의 완성은 

우리와 운송 파트너들의 주요 과제를 해결하며, 가장 큰 주차장의 교통 흐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개선은 박람회와 박람회장을 변화시킨 Cuomo 주지사가 시작한 

변화를 지속합니다."  

  

하원 교통 위원회(Assembly Committee on Transportation) 의장인 William 

Magnarelli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해 뉴욕주 박람회가 열리는 

사실을 차치하고라도, 주는 박람회장에서 진행되는 미래의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주차장에 더 쉽게 접근하고 더 편하게 주요 도로로 떠나도록 합니다. 박람회장은 수백만 

명의 방문객을 끌어들이는 일년 내내 즐길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장소입니다. 주차장과 

고속도로의 경사로 접근을 개선하면 모든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성이 높아집니다."  

  

카운티 행정책임자 Ryan McMaho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뉴욕주 박람회를 축하할 수는 없지만, 이 중요한 인프라 프로젝트의 완성은 우리가 다시 

모일 수 있다는 희망과 환영의 신호입니다. 센트럴 뉴욕에 대한 뉴욕주의 지속적인 

투자에 감사드립니다. 미래의 추가 투자 및 진전도 기대합니다."  

  

Ben Walsh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박람회장의 또 다른 주요 개선을 

축하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이 시설은 시러큐스와 센트럴 뉴욕의 우리 경제와 삶의 

질의 중요한 부분이며, 690번 주간 고속도로 동부로의 새로운 경사로 완료는 이 단지를 

훨씬 더 매력적으로 만듭니다. 박람회는 이번 여름에 일시 중지될 수 있지만, Cuomo 

주지사의 투자와 다른 투자는 일년 내내 주요 행사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박람회가 돌아오면 그 어느 때보다 더 크고 더 훌륭하게 치를 것입니다."  

  

1841년에 시작된 그레이트 뉴욕주 박람회는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주립 박람회입니다. 

박람회는 뉴욕 농업 최고의 상품을 선보이고 최고 수준의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Cuomo 주지사의 센트럴 뉴욕 성장(CNY Rising) 전략의 핵심 부분입니다. 이 

https://esd.ny.gov/central-ny-rising-uri
https://esd.ny.gov/central-ny-rising-uri


 

 

전략은 관광산업을 통해 센트럴 뉴욕의 경제를 성장시키고자 합니다. 2019년에는 

130만 명의 기록적인 인원이 박람회에 참석했습니다.  

  

올해 주립 박람회가 개최되지 않아, 박람회는 음식과 엔터테인먼트 선택지를 

재프로그램하도록 벤더들과 협력하여 오렌지 롯에서 이를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매주 

주말에는 박람회와 오랜 관계를 맺은 식품 업체들이 사회적으로 거리를 둔 영화와 함께 

박람회 스타일의 음식과 음료 서비스를 드라이브스루로 제공했습니다. 가상 주 

박람회는 8월 중순부터 노동절(Labor Day)까지 진행되어 전통적인 박람회 

관람객들에게 독특한 박람회 경험을 선사할 수 있었습니다. 박람회는 또한 

드라이브스루 푸드 뱅크 행사를 진행하고 적십자사(Red Cross)의 지속적인 헌혈 

캠페인을 몇 달 동안 개최하여 필요한 시기를 위한 혈액 채취를 돕습니다.  

  

뉴욕주 박람회장은 375에이커의 전시 및 엔터테인먼트 복합단지로서 연중 운영됩니다. 

2015년 리노베이션이 시작된 이래로, 박람회 참가율이 41% 증가했습니다. 엑스포 

센터(Expo Center)를 비롯한 박람회장 개선도 박람회의 연중 시설 임대 사업을 

강화하였습니다.  

  

연중 행사 일정이 여기에서 제공됩니다. 그레이트 뉴욕주 

박람회를 페이스북(Facebook)에서 찾아보시고, 트위터(Twitter)에서 @NYSFair를 

팔로우하시며, 플리커(Flickr)에서 박람회 사진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뉴욕 주민이라면 

누구나 그레이트 뉴욕주 박람회와 관련된 자신의 아이디어를 

statefairideas@agriculture.ny.gov에 보내실 수 있습니다.  

  

센트럴 뉴욕 성장 계획 촉진  

  

오늘의 발표는 강력한 경제 성장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지역 종합 청사진인 "센트럴 

뉴욕 성장" 계획을 보완합니다. 뉴욕주는 이미 2012년부터 글로벌 시장 기회 활용, 

기업가 정신 강화, 포괄적 경제 창출 등 이 계획에 대한 준비 작업을 위해 이 지역에 약 

63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이제 이 지역은 Cuomo 주지사가 2015년 12월에 발표한 

업스테이트 활성화 계획(Upstate Revitalization Initiative)을 통해 뉴욕주가 제공하는 5억 

달러의 투자금으로 센트럴 뉴욕 성장 계획을 가속하고 있습니다. 주 정부의 5억 달러 

규모 투자로 인해, 민간 기업에서 25억 달러가 훨씬 넘는 투자를 하도록 장려하고, 

제출된 해당 지역의 투자 계획에 따르면 이 지역에 최대 5,9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77b784ce-2b9288ad-77b57dfb-0cc47aa88e08-260b42e5301140e6&q=1&e=f3f471a9-aea1-4d2a-8af6-a4f27850ad0e&u=https%3A%2F%2Fwww.facebook.com%2Fnysfair%2F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77b784ce-2b9288ad-77b57dfb-0cc47aa88e08-260b42e5301140e6&q=1&e=f3f471a9-aea1-4d2a-8af6-a4f27850ad0e&u=https%3A%2F%2Fwww.facebook.com%2Fnysfair%2F
https://twitter.com/nysfair
https://www.flickr.com/photos/nysfair/albums
https://www.flickr.com/photos/nysfair/albums
mailto:statefairideas@agriculture.ny.gov
https://esd.ny.gov/central-ny-rising-uri
http://www.governor.ny.gov/
mailto:press.office@exec.ny.gov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131afe6c-4f3cc652-13180759-000babda0031-76a75bd3a6ebbc8a&q=1&e=42da2a60-d3a0-4adf-b888-a0ef083a6ec2&u=https%3A%2F%2Fit.cwnls.com%2Fapp%2Fitpage.nsf%2Funsubscribe.xsp%3Faction%3Dunsubscribe%26id%3D1100PRES2A033F649296CF7D852585E4005D4EAD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