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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3년 5월 29일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2013 위대한위대한위대한위대한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박람회에서박람회에서박람회에서박람회에서 무료무료무료무료 콘서트콘서트콘서트콘서트 개최개최개최개최 예정예정예정예정 발표발표발표발표 

 

Styx, Vince Gill, OAR, Happy Together Tour, George Clinton and Parliament Funkadelic 및및및및 Dickie 

Betts가가가가 이번이번이번이번 여름에여름에여름에여름에 Chevy Court의의의의 중앙중앙중앙중앙 무대에무대에무대에무대에 섭니다섭니다섭니다섭니다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이번 여름 위대한 뉴욕주 박람회의 Chevy Court 무대에서의 무료 

콘서트를 발표하였습니다. 

 

“위대한 뉴욕주 박람회는 매년 가장 흥미진진한 행사 중 하나로서 주 전역에서 오는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 음악, 음식과 활동을 제공합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금년의 

엔터테인먼트에는 모든 음악 장르의 팬들을 위한 무료 콘서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은 

뉴요커들이 방문하여 이러한 공연을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름을 끝내는 데는 뉴욕주 중부 

지역의 바로 여기 박람회장보다 더 좋은 곳은 없습니다.”  

 

오늘 발표되고 있는 공연은 Chevy Court에서의 하루 2회 무료 쇼 동안 공연할 24개 프로의 최종 

라인업 중 일부분만 형성합니다. 공연 프로: 

• 펑크와 소울의 대가들 George Clinton and Parliament Funkadelic, 공연 8월 23일 금요일 

오후 8시; 

• 클래식 록 밴드 Styx, 공연 8월 25일 일요일 오후 8시; 

• 컨트리 수퍼스타 Vince Gill, 공연 8월 28일 수요일 오후 8시; 

• 록 밴드 OAR (Of A Revolution), 공연 8월 31일 토요일 오후 8시; 

• Τηε Allman Brothers Band밴드의 전설적 록 기타리스트 Dickey Betts, 공연 9월 1일 일요일 

오후 2시;  

• 흘러간 아티스트 The Turtles, Chuck Negron (Three Dog Night), Mark Lindsay (Paul Revere & 

The Raiders) 및 Gary Lewis의 Happy Together Tour, 공연 9월 1일 일요일 오후 8시. 

 

Chevy Court를 위한 더 많은 공연자들이 후일에 발표될 것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본 박람회는 

Grandstand 콘서트 시리즈를 위한 6개 공연도 이미 발표하였습니다. 공연자로는 Luke Bryan, Jeff 

Dunham, Toby Keith, Reba, Carly Rae Jepsen 및 Lynyrd Skynyrd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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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vy Court 콘서트는 뉴욕주 박람회 입장권만 있으면 무료입니다. 

 

“우리가 오늘 발표하고 있는 공연들은 모든 취향을 위해 무언가를 제공하려는 우리의 노력을 

입증합니다. 록에서부터 팝과 컨트리까지 그리고 현대 음악에서부터 흘러간 음악까지 여러분은 

금년에 Chevy Court에서 즐길 공연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쌀 수도 없습니다”라고 

뉴욕주 농업시장부장 Darrel J. Aubertine이 말했습니다. 

 

뉴욕주 박람회 기간은 2013년 8월 22일 – 9월 2일입니다. 이번 박람회 주제는 “뉴욕주의 박애와 

자부심 나누기”입니다.  

 

이 연례 뉴욕주 박람회 이외에 Fairgrounds는 북동부의 가장 유명한 말과 가축 쇼를 포함하여 수 

십건의 농업 이벤트를 년중 개최합니다. 

 

위대한 뉴욕주 박람회의 장소는 375 에이커의 전시 및 오락 단지로서 년중 운영됩니다. 년중 

이벤트 스케줄은 본 박람회의 웹사이트에 있습니다. 페이스북에서 Great New York State Fair를 

찾거나 트위터에서 NYS Fair를 팔로우하십시오. 또한, 뉴요커들은 위대한 뉴욕주 박람회에 대한 

자신의 아이디어를 statefairideas@agriculture.ny.gov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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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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