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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 주지사 
 

CUOMO 주지사는주지사는주지사는주지사는 주주주주 박람회의박람회의박람회의박람회의 새로운새로운새로운새로운 “STAR SPANGLED CHALLENGE”의의의의 수상자수상자수상자수상자 

발표발표발표발표 
 

12명의명의명의명의 수상자는수상자는수상자는수상자는 Great New York State Fair에서에서에서에서 애국가를애국가를애국가를애국가를 부르게부르게부르게부르게 됩니다됩니다됩니다됩니다 
 

Ilion에서에서에서에서 온온온온 10 살짜리살짜리살짜리살짜리 소녀는소녀는소녀는소녀는 420,000 이상의이상의이상의이상의 표표표표 중중중중 25,500표를표를표를표를 받았습니다받았습니다받았습니다받았습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Great New York State Fair 2015에서 애국가를 

부르도록 선정된 12명의 수상자를 발표 했으며 이들은 “Star Spangled Challenge.”의 

박람회 최초 수상자로서 참가하게 됩니다. Ilion에서 온 10세 소녀 Kenzie Murphy는 야구 

경기에서 애국가를 부르는 동영상을 제출했으며, 이는 420,000이상의 표중 25,500 표를 

받아 들였습니다 — 이는 1달 간 경합 중 가장 높은 숫자 입니다. 
 

“Great New York State Fair는 처음이고 가장 중요한 최고의 뉴욕을 보여주는 자리 

입니다. – 그것이 농업, 식품 혹은 음료생산이거나 또는 노래나 공연이든 모두 

최고입니다.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나는 이 재능 있는 뉴욕 시민들을 축하하며 해 

박람회가 기대됩니다 -”  
 

12명의 수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Ilion의 Kenzie Murphy, 25,515 표  

• Horseheads의 Amanda Golden, 24,548 표  

• West Islip의 Jim DeCastro, 17,032 표  

• Westdale의 Cecilia Mitchell, 15,712 표  

• Cicero의 Hannah and Ashley Williams, 15,710표  

• Baldwinsville의 Denise Ritschel Craig, 15,579 표  

• Fort Drum의 Damien Fraser, 15,547 표  

• Rome의 Sarah Click, 15,322 표  

• Central Square의 Emalee Herrington, 15,284 표  

• Canton의 Rob Larrabee, 15,023 표  

• Liverpool의 Bryan Straub, 14,820 표  

• Staten Island의 Vincent Sottile, 14,294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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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최초의 대회에서 263명의 참가자는 주 전역의 35개 카운티, Buffalo에서 Long 

Island의 부터 North Country까지 걸쳐서 참가했습니다.  
 

박람회는 이제 공연의 날짜를 정하기 위해 수상자들에게 연락을 드릴 것입니다. 그들은 

박람회 개막날 오전 9:30에 공연할 것이며 오후 승마 대회 시작을 위해 Toyota Coliseum 

에서도 오후 공연을 펼칠 예정입니다. 각 수상자는 총 네 장의 티켓, 입장권, 주차권 및 

공정의 음식 판매대에서 구매할 수 있는 40 달러 바우처를 받게 됩니다. 
 

“Great New York State Fair는 잊지 못할 공연에 특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의 

중요한 일상적인 의식 또한 이 공연자들로 인해 멋진 기억이 될 수 있고 이들이 참석하는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합니다.” Acting Fair Director인 Troy Waffner가 말했습니다. 
 

수상자수상자수상자수상자 소개소개소개소개 
 

Ilion에서 온 10 세의 Kenzie Murphy, 그녀의 어머니 Roxanne에 따르면 그녀는 2년 간 

노래하고 대회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지역의 야구경기와 지난해 자선 행사에서 

애국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마을에서 왔을지 모르지만 큰 지원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Roxanne Murphy는 말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녀의 노래를 

들었으며, 그녀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Kenzie가 말하길 “이 노래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렇기에 박람회에서 그 노래를 부르는 것은 아주 멋진 

일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제가 노래하는 방식이 좋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사람들의 톤을 위하여 노래합니다.” 
 

Horseheads에서온 36세 Amanda Golden은 두 아이의 엄마이며 최근 NBC의 노래 경쟁 

오디션 “The Voice”에 참가 했습니다. 그녀는 지역 마이너 리그 스포츠 팀을 위한 Star 

Spangled Banner와 Chemung 박람회에서 애국가를 노래했습니다. “저는 진정으로 

축복을 받았고 대회의 일부가 된 것을 영광으로 느낍니다”라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또한 

노래를 할 더 많은 기회의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나라를 존중하는 노래를 하는 것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West Islip에서 온 53세 Jim DeCastro는 노래를 사랑하고 2 학년부터 노래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실제로 전에 뉴욕 주 박람회에 가본 적이 없으며, 그곳에 가게되어 

무척 신납니다”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나는 이 대회가 Long Island에 사는 사람들에게 

박람회에 대한 인식을 가져왔다고 느낍니다. 내 친구와 가족 중 일부는 이 박람회에서 

그들이 나와 함께 공연을 하기 위한 여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매우 

흥분되며 압도적인 일입니다.” 
 

Westdale에서 온 16세 Cecilia Mitchell은, 캠든 고등학교에서 3학년이 될 것입니다. 

그녀는 최근의 Syracuse 고등학교 공연 시상식에서 그녀가 학교에서 공연한 “Mary 

Poppins.” 로 “Best Supporting Actress”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녀의 코러스 교사가 주 

박람회 대회에 대해서 말했으며, Mitchell의 어머니인 Sunshine에 따르면 애국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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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는 것은 Cecilia에게 큰 영광이 될 것 이고 이는 그녀의 아버지가 해군이자 그녀가 

형제로 여기는 가까운 친구 또한 해군이기 때문입니다. 난 그녀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Cicero에서 온 15세와 13세인 Hannah와 Ashley Williams는 North Syracuse 학군의 

학생이며 둘 모두 음악은 열정이라고 말합니다. 둘은 각자 학교에서 보컬재즈 합창과 

연극, 오케스트라를 했었습니다. Ashley는 타악기 연주자이며, 기타를 배우는 동시에 

피아노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열 두 명의 공연자들 중 하나인 것이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아빠는 Operation Enduring Freedom에 참전한 군대의 퇴역군인이며, 

우리의 양아버지는 이라크 전쟁에서 참전하고 현재 뉴욕 주 경찰관으로 우리 주에서 

일하는 군대의 퇴역군인 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나라와 나라가 제공하는 자유와 

기회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New York State Fair 를 사랑하고, 

매년 여러 번 참석해왔습니다. 우리는 자매로 함께 노래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와 우리 가족을 위한 멋진 기억 될 

것입니다!” 
 

Baldwinsville에서 온 40세 Denise Ritschel Craig는 피아노와 보컬 교사와 고전적인 

교육을 받은 오페라 가수입니다. 그녀는 네 아이의 엄마이며 아이들의 친구가 대회를 

발견하고 아이들이 그녀를 대회에 나가도록 재촉했습니다. “나는 내 아이들이 있는 

그곳에 제 커리어를 쌓을 수 있기에 저는 이 일을 기쁘게 생각합니다.”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전문가 Fort Drum에서 Damien Fraser는 보병으로, Yonkers에서 태어나 Florida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는 장군과 고위 국방부 공무원을 포함, 많은 군사 행사에서 

“The Star Spangled Banner” 를 노래해 왔지만, 이 대회에 참가한 이유는 그가 “내 지평을 

확대하고 큰 도전을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 나는 도전을 사랑하고 승리할 자신이 

있습니다.” 자신의 소대가 해외 파견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그는 거의 대회에 참가하지 

못할뻔했습니다. 파견이 취소되었을 때, 그는 군 행사에서 노래를 하는 자신의 비디오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영광입니다. 난 단지,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미국의 군대와 병력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자랑스럽게 합니다.” 그것은 

나를 자랑스럽게 합니다.” Fraser는 국군의 날, 9월 3일 (목요일)에 공연하게 됩니다. 
 

Rome에서 온 25세 Sarah Click은 최근 Utic의 Boilermaker 경기 후 파티에서 애국가를 

노래하고 나서 이는 지난 12 월의 첫째 출생 후 그녀의 인생의 최고의 경험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 박람회에서 노래하는 것은 영광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엄청납니다!”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Central Square에서 온 12세 Emalee Herrington는 그녀의 어머니 Sarah에 따르면, 

그녀는 8 살 때부터 보컬 경연 대회에서 우승했습니다. 그녀는 Fulton과 Brewerton 

경주장, 같은 지역 축제의 장소에서 여러 번 애국가를 부른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지역의 

자선 행사에서 노래하는 것으로 기부하며 지역 식품 저장실, 동물 프로그램 및 기타 지역 

자선 단체에 도움이 되도록 그녀의 CD 판매 수익금을 사용합니다. Sara는 박람회에서 

노래할 기회에 대해 Emalee는 겸손하고 감사합니다. 그녀는 애국가를 부를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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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라도 영광이라고 생각하며, 이 기회는 그녀의 노래를 아직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노래를 들려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Canton에서 온 40세 Rob Larrabee는 음악가이자 뉴욕 경찰의 일원으로 방위대로서 지난 

6년간 박람회에서 근무해왔습니다. 그는 기타를 배우고 자신의 스케줄이 허용 할 때 솔로 

어쿠스틱 공연을 합니다. 그는 최근에 Waddington에서 Bassmaster 엘리트 낚시 

대회에서 공연한 바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노래중 하나는 애국가입니다” Larrabee가 

말했습니다, 그는 그가 처음 청중 앞에서 노래를 불렀을 때는 St. Lawrence University 

풋볼 게임에서 였고, 애국가를 부른 그 녹음 CD를 찾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큰 

행사에 가는 것은 영광이며 이는 주 경찰들이 이곳과 해외에서 영광스런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Larrabee는Law Enforcement Day 8월 28일 

(금요일)에 공연합니다. 
 

Liverpool의 17세 Bryan Straub는, 그의 어머니에 따르면, 고등학교 뮤지컬에서 

활동하고, barbershop quartet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Staten Island에서 온 26세 Vincent Sottile는, 브루클린 재향 군인 병원의 간호사입니다. 

그는 교회에서 청소년과 음악 사역에 자원 봉사를 해왔고 그가 가는 곳마다 긍정적인 

표시를 남긴다고 믿습니다. 그는 자신의 키보드로 애국가를 연주했고, 최고 12명 중 

유일한 보컬 없는 우승자입니다. “국가는 너무 많은 진실을 가진 강력한 주체이며, 우리 

조상이 만든 희생을 기억하게 합니다. 이는 제 자신의 목표를 실행하고, 저는 우리 

건국자의 원칙에 충실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진실 안에서 미래 세대들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다른 이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희망 합니다. 그래서 애국가를 연주 할 수 있는 

것은 영광이 될 것입니다 “라고 Sottile가 말했습니다. 
 

참가자들에 대한 모든 것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https://www.facebook.com/nysfair?v=app_486254294756872 
 

### 
 

다음 웹사이트에서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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