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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3년 5월 9일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올해의올해의올해의올해의 엔터테이너로엔터테이너로엔터테이너로엔터테이너로 선정된선정된선정된선정된 LUKE BRYAN이이이이 2013년년년년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박람회의박람회의박람회의박람회의 주인공으로주인공으로주인공으로주인공으로 

출연하게출연하게출연하게출연하게 되었다고되었다고되었다고되었다고 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 

 

Toby Keith, Carly Rae Jepsen, Reba, Lynyrd Skynyrd, Jeff Dunham이이이이 수년에수년에수년에수년에 걸친걸친걸친걸친 최최최최고의고의고의고의 출연진출연진출연진출연진 

라인업이라인업이라인업이라인업이 될될될될 수수수수 있도록있도록있도록있도록 돕다돕다돕다돕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최근 Academy of Country Music 우승자인 올해의 엔터테이너로 

선정된 Luke Bryan이 올 여름 개최되는 Great New York State Fair에서 여러 명의 훌륭한 

엔터테이너들과 함께 공연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오늘의 발표는 업스테이트 뉴욕으로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열렸던 주지사의 성공적인 관광 정상회의에 뒤이어 

나왔습니다. Bryan은 8월 29일 목요일 Thompson Square에서 개막공연을 펼칠 것입니다.  

 

“오늘 뉴욕의 제1회 관광 정상회의에 뒤이어 올해의 가장 신나는 라인업으로 우리 주 뉴욕의 

최고의 관광객 볼거리 중 하나인 Great New York State Fair를 발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미국 제일의 컨추리 가수인 Luke Bryan을 주인공으로 세계적인 공연자들이 참가하는 이 

출연진들은 올 여름 모든 뉴욕 주민들이 센트럴 뉴욕으로 와서 이 유명한 뉴욕주 박람회가 

선사하는 멋진 시간을 경험해야 할 또 다른 이유입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또한 박람회는 다음과 같은 정상급 예술가들이 그랜드스탠드 쇼를 장식할 것입니다: 

• 8월 23일 금요일, 슈퍼스타 Toby Keith.  

• 8월 24일 토요일, 팝스타 Carly Rae Jepsen과 Hot Chelle Rae.  

• 8월 25일 일요일, 컨추리 아이콘 Reba와 Caroline Kole.  

• 8월 26일 월요일, 서던 로커 Lynyrd Skynyrd.  

• 8월 27일 화요일, 코미디언 Jeff Dunham.  

 

그 밖에 그랜드스탠드 쇼 일정은 차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Reba 및 Carly Rae Jepsen 공연 티켓은 5월 11일 토요일 오전 9시에 발매를 시작합니다. Jeff Dunham 

공연 티켓은 5월 17일 금요일 오전 9에 발매를 시작합니다. Toby Keith 공연 티켓은 5월 25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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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9시에 발매를 시작합니다. Lynyrd Skynyrd 공연 티켓은 5월 31일 금요일 오전 9시에 발매를 

시작합니다. Luke Bryan 공연 티켓은 6월 1일 토요일 오전 9시에 발매를 시작합니다. 모든 공연 

티켓은 State Fair Box Office에서 또는 박람회의 공식 사이트이자 유일한 온라인 그랜드쇼 티켓 

판매회사인  etix.com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Luke Bryan 공연 관람료는 $70, $60, $50입니다.  

 

“오늘 발표하고 있는 다른 공연자들 및 앞으로 발표할 공연들과 함께 Luke Bryan은 올해 

그랜드스탠드를 말 그대로 그랜드하게 해주겠다고 한 우리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라고 뉴욕주 농무성의 Darrel Aubertine 장관이 말했습니다. “올해 박람회는 모든 분들께 

색다른 경험, 즉 뉴욕의 농업을 강력한 경제 견인차로서 알리는 적극적인 국가적 활동을 접하고 

언제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박람회 시즌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서 그날이 빨리 왔으면 합니다.”  

 

그랜드스탠드 뮤직 시리즈는 8월 22일 – 31일까지 계속됩니다. 9월 1일과 2일에 예정된 두 개의 

자동차 스포츠 관련 행사는 차후 발표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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