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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4년 3월 11일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올올올올 여름여름여름여름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박람회의박람회의박람회의박람회의 그랜드스탠드로그랜드스탠드로그랜드스탠드로그랜드스탠드로 BRAD PAISLEY를를를를 이끌다이끌다이끌다이끌다 

 

Paisley, 신나는신나는신나는신나는 여름여름여름여름 투어를투어를투어를투어를 오프닝오프닝오프닝오프닝 나이트에서나이트에서나이트에서나이트에서 펼치게펼치게펼치게펼치게 되다되다되다되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컨트리 슈퍼스타 Brad Paisley가 8월 21일 목요일 Fairgrounds에서 

여름 투어를 시작하면서 Great New York State Fair에서 그랜드스탠드 컨서트 시리즈를 시작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오후 7시30분에 예정된 이 쇼의 티켓값은65, 55, 45 달러이며 3월 29일 토요. 오전 

29시부터 State Fair 박스오피스와 이 박람회의 공식 온라인 티켓 판매 대행사인 etix.com을 통해서 

판매가 시작됩니다. 이 아티스트는 3월 19일 자신의 팬클럽 회원들을 위해 개인적인 티켓 판매도 

할 것입니다. 

 

“매년 Great New York State Fair에는 Syracuse 지역에 1백만명에 가까운 방문객들을 끌어들여 

업스테이트 뉴욕의 관광업계와 경제에 엄청난 붐을 일으킵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뉴욕주 박람회가 최고 수준의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지속적으로 

전달함에 따라 Brad Paisley는 올해 라인업에 최근 합류되었습니다. 뉴욕 주민들과 방문객 모두 

올해 2014 Great New York State Fair의 엔터테인먼트와 농업 행사에서 최고의 순간을 즐기기를 

바랍니다.”  

 

Paisley는 2000년 박람회 오프닝날 밤에 열린 Chevy Court에서 처음으로 공연했습니다. 당시 그는 

이미 두 개의 #1 히트송을 낸 바 있습니다. 이후 그는 최고 자리에 20회 이상 올랐고, 세 번의 

그래미상을 수상했으며, 올해의 엔터테이너 상을 포함해 14번의 Academy of Country Music 

Awards을 수상하였습니다. 

 

Paisley의 오프닝 공연은 가수 겸 싱어송라이터인 Randy Houser가 맡을 예정입니다. Randy Houser는 

최근에 낸 앨범과 이 앨범에 담긴 두 장의 싱글 모두 컨트리 차트 부문의 상위 10에 

링크되었습니다. 또한 데뷔 앨범으로 강력한 주목을 받은 Charlie Worsham도 오프닝 공연에 

나섭니다. 이 앨범에 담긴 노래 하나는 TV 연속극 “Bones”에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콘서트만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반원형 형태의 트러스트와 무대 사이에는 두 개의 스탠딩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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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이 마련될 것입니다. 이 스탠딩 전용 구역의 티켓값은 85 달러로, Paisley 팬클럽 회원들에게만 

판매됩니다. 그의 팬클럽을 통해 판매되는 이 티켓과 다른 티켓은 팬클럽 회원들에게만 제공되는 

특별 코드를 사용하여 etix.com을 통해서 판매될 예정입니다. 

 

농무부 장관대리인 Richard A. Ball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두 번째 Grandstand 발표는 또 

다른 희소식입니다. 다시 Brad Paisley를 Fairgrounds에서 만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우리는 보다 

더 멋진 엔터테인먼트 발표를 하기 위해 정말 노력했습니다. 그러니 기대해주십시오.”  

 

Jason Aldean, Florida Georgia Line 및 Tyler Farr가 나오는 8월 30일 토요일자 공연 티켓은 한정 

수량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GRANDSTAND 티켓티켓티켓티켓 판매판매판매판매 정보정보정보정보 

 

Etix.com은 이번 박람회의 공식 판매자이자 유일한 온라인 티켓 판매 대행사입니다. 티켓 가격은 

온라인으로 etix.com에서 구입하거나 박스오피스에서 직접 사더라도 같습니다. 모든 티켓 

가격에는 3.75 달러의 서비스료가 추가됩니다. 신용카드 사용 시 추가 수수료가 붙습니다. 

대부분의 주요 신용카드도 받습니다. 예매된 콘서트 티켓에는 박람회 입장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스오피스 이용을 위한 주차는 오전 5시30분부터 Brown 주차장에서 할 수 있으며, 줄서기는 오전 

6시부터 시작됩니다. 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좌석을 필요로 하는 분, 이동 장애를 가진 분들 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티켓은 일반 좌석 티켓 판매와 같은 시간에 판매됩니다. 적절한 운전면허 

번호판이 있거나 걸이용 태그를 부착한 장애인들을 위해 Gate 2에 편리한 주차장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뉴욕주 농업시장부에서 관장하는 New York State Fair는 2014년 8월 21일에서 9월 1일까지 

열립니다. 이 박람회는 뉴욕 최고의 농산물을 소개하고 최고의 공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4 Fair의 테마는 “Summer’s Best in Show”입니다. 

 

연중 행사 스케줄은 본 박람회의 웹사이트인 nysfair.org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Facebook에서 The 

Great New York Fair를 찾고, Twitter에서 @NYSFair를 팔로우하고, flickr.com/photos/nysfair에서 

박람회와 관련된 사진을 보십시오. 또한 뉴욕 주민들께서는 Great New York State Fair에 대한 

자신의 아이디어를 statefairideas@agriculture.ny.gov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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