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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3년 6월 14일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이번이번이번이번 여름여름여름여름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박람회에서박람회에서박람회에서박람회에서 더더더더 많은많은많은많은 무료무료무료무료 콘서트콘서트콘서트콘서트 발표발표발표발표 
 

Florida Georgia Line, Austin Mahone, Owl City, Chubby Checker, Los Lonely Boys, Kix Brooks, Lee 

Greenwood 및및및및 Cab Calloway 오케스트라가오케스트라가오케스트라가오케스트라가 Chevy Court에서에서에서에서 공연할공연할공연할공연할 예정예정예정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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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서트 업데이트를 발표하였습니다. 

 

“위대한 뉴욕주 박람회는 훌륭한 엔터테인먼트, 음식 및 가족 재미로 뉴요커들을 불러모으는 

자리입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모든 장르의 인재들이 참여하는 이 무료 콘서트들은 

이번 여름 페스티벌에 여러분이 올 기회를 놓칠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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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업 중 14개만 형성합니다. 공연 프로: 

 

• 컨트리뮤직 듀오 Florida Georgia Line, 빌보드의 컨트리뮤직 차트 최장기 1위의 기록을 최근에 

깨트렸습니다. “Cruise”가 오리지널 버전에서 그리고 래퍼 Nelly와의 리믹스에서 12주 동안 1위를 

유지한 것입니다. 이 듀오는 CMT 음악상에서 올해의 약진 비디오 상과 듀오 비디오 상을 

받았습니다. Florida Georgia Line은 8월 26일 월요일 오후 8시에 공연합니다; 

• 손자 C. Calloway Brooks가 이끄는 Cab Calloway Orchestra,  8월 26일 월요일 시니어데이를 위해 

오후 2시; 

• 17년 역사의 팝스타 Austin Mahone, MTV의 보아야 할 아티스트 중 한 명,  8월 27일 화요일 오후 

8시; 

• 트위스터의 창시자, Chubby Checker,  8월 27일 화요일 오후 2시; 

• 전미 컨트리 스타 Lee Greenwood 8월 29일 목요일 오후 2시; 

• 전자팝 아티스트 Owl City, 8월 30일 금요일 오후 2시; 

• 텍시칸 록 그룹 Los Lonely Boys, 8월 30일 금요일 오후 8시; 

• 컨트리뮤직 스타 Kix Brooks, 9월 2일 월요일 오후 8시; 

 

Chevy Court를 위한 더 많은 공연자들이 후일에 발표될 것입니다. 그들은 앞서 발표된 공연자들인 

George Clinton and Parliament/Funkadelic, Styx, Vince Gill, Of A Revolution, Dickey Betts 및 The Happy 

Together Tour와 합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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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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vy Court 콘서트는 뉴욕주 박람회 입장권만 있으면 무료입니다. 

 

“현재 라디오에 등장하는 새 곡을 가진 그룹들로부터 수 십년 동안 우리를 춤추게 한 공연자들까지 

본 박람회는 모든 취향을 위한 무료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합니다”라고 뉴욕주 농업시장부장 Darrel 

J. Aubertine이 말했습니다. “이러한 쇼에 오신 분들은 행복한 마음으로 귀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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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