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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SHEA 공연공연공연공연 예술예술예술예술 센터센터센터센터 복원복원복원복원 사업의사업의사업의사업의 완료완료완료완료 발표발표발표발표  

 

복원된복원된복원된복원된 극장극장극장극장 천장은천장은천장은천장은 여기여기여기여기와와와와 여기여기여기여기에서에서에서에서 볼볼볼볼 수수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있습니다있습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Buffalo Shea의 공연 예술 센터(Shea’s Performing Arts Center)의 

강당 복원의 완료를 발표했습니다. 이 복원은 천장, 벽과 외관의 수리 및 페인팅을 포함하고 전체 

센터를 원래의 화려한 위엄으로 되돌렸으며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오늘의 연례 “Curtain Up” 행사에 

참석하고 방문객들이 앞으로도 희귀하고 역사적인 극장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유명한 예술 센터는 이 지역의 부활의 가시적인 상징입니다”라고 Cuomo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Riverbend, Buffalo-Niagara 의학 캠퍼스 및 수변 활성화 프로젝트와 같이 이 커튼은 서부 뉴욕을 

위한 더 밝은 경제 미래를 위해 열렸으며 Shea의 공연 예술 센터를 원래대로 복원하는 것은 

Buffalo가 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완료하기 위해, 복원 전문가들은 미세한 수리 및 성형 석고 천장과 돔의 색칠을 

수행하였고, 프로시니엄 아치, 정면 벽, 발코니 밑면, 벽과 샹들리에를 재 포장하였습니다. 

완료에는 240만 달러 가까이의 강당 복원을 가져옵니다. 이 최종 단계에 대한 자금 82만 9천 5백 

달러는 주의 환경 보호 기금 40만 달러의 보조금에 의해 제공되었고, 미국 주택 및 도시 

개발국에서의 36만 5천 달러와 Shea의 연례 기금 6만 4천 5백 달러에서 자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총 3700만 달러 이상의 자금이 1981년부터 Shea의 공연 예술 세터의 복원과 확장에 투자되었으며 

이는 개인 기부, 공공 보조금과 Shea의 모금 행사를 통해 자금을 확보했습니다. 뉴욕 시의 

EverGreene Architectural Arts에 의해 만들어진 건축 및 설계 개선은 1926 영화 궁전을 위한 최종 

주요 프로젝트입니다. 

 

Shea의 공연 예술 센터 사장 겸 CEO인 Anthony C. Conte는 “이는 Shea에서 마지막 주요 복원 

사업입니다. 저는 우리가 2001년부터 Shea에서 시작했을 때 이 건축적인 보석을 다시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Shea의 90번째 생일을 2016년에 축하하기 위해 몇 가지 

작은 작업을 제시간에 완료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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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ffalo 시장 Byron Brown은 “Buffalo의 극장 지구는 우리의 도시에서의 삶의 일부가 되고 

Buffalo에서 진행되는 큰 부분입니다. 저는 Cuomo 주지사의 우리 도시를 위한 특히 Shea 공연 예술 

센터복원 프로젝트를 위한 지속적인 헌신에 감사 드리고 올해의 새로운 황동 문 세트의 교체를 

포함하여 지난 2년간 역사적인 극장에 대한 55만 달러의 우리의 투자에 대한 뛰어난 

보완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상원 의원 Tim Kennedy는 “Shea의 공연 예술 센터 등 뉴욕 서부의 문화 예술 기관들은 우리의 관광 

분야의 번영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Shea는 Bufflao를 나라에서 가장 성공적인 브로드웨이 투어 

도시 중 하나로 만듭니다. 우리는 Cuomo 주지사가 이 문화적인 보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복원에 상당한 자원을 투자하기로 한 결정에 많은 감사 드립니다. 이 프로젝트는 우리의 도시로 수 

천의 연극 애호가들을 불러오고 공연뿐만 아니라 식사, 숙박 및 공연 이후 활동에 소비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저는 대대로 소중하게 여겨질 보석을 만드는 이 프로젝트를 위해 일한 모든 숙려된 

장인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원 의원 Crystal Peoples-Stokes는 “Buffalo에는 활기찬 연극계가 있으며 13,000명 이상의 시즌티켓 

소유자와 함께 Shea는 언제나 이 중요한 경제 공력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는 흥미로운 새로운 

극장 시즌이 될 것이며 많은 사람들은 Shea의 특별한 천장을 존경하기 위해 올려다 볼 것입니다. 

극장을 원래의 화려한 상태로 복원하기로 한 Cuomo의 작업에 박수를 보냅니다. 이제 뉴욕 서부의 

보석은 주 전역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을 유치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Shea의의의의 공연공연공연공연 예술예술예술예술 센터센터센터센터 소개소개소개소개 

 

Shea의 공연 예술 센터는 1926년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것은 유럽의 오페라 하우스를 모델로 

하였고 역사적인 장소의 국가 명부에 등록되어있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Tiffany가 설계한 

극장 중 하나입니다. 원래 정교한 영화 하우스로, Shea는 이후에 라이브 버라이어티 쇼 공연을 위한 

장소가 되었고, 사실상 미국 쇼 비즈니스의 유명한 작품들은 모두 이 곳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오늘, Shea의 공연 예술 센터는 매년 250,000명 이상의 후원자와 공연 예술 센터 전체 서비스로 

운영하고, 지역의 공연 예술 여행 브로드웨이 뮤지컬, 콘서트 아티스트, 가족 쇼, 코미디, 교육 

프로그램, 지역 학교 프리젠테이션, 역사 투어, 특별 이벤트 및 무료 가족 영화 시리즈 등을 

포함하여 지역에서 가장 넓은 공연 예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Shea의 공연 예술 센터 사진의 저작권은: Jim Bush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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