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1년 5월 5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올해 9월에 브로드웨이가 완전히 재개된다고 발표   

   

5월 6일부터 5월 내내, 9월 14일부터 시작되는 쇼의 브로드웨이 티켓이 판매될 예정   

   

100%의 극장 수용 인원으로 입장권 구매 가능   

   

프로덕션, 극장 및 관객에 주정부 보건 지침 적용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브로드웨이가 주정부의 보건 및 안전 지침에 따라 

올해 9월에 문을 완전히 열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5월 6일부터 5월 내내 2021년 9월 

14일부터 시작되는 브로드웨이 쇼의 티켓은 극장 수용 인원의 100%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발표는 지난 달의 제한된 수용 인원으로 공연 예술 및 라이브 

엔터테인먼트 공연장을 재개함으로써 발표되었으며, 또한 브로드웨이 쇼가 가을 내내 

극장으로 돌아갈 수 있는 무대를 엽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브로드웨이는 뉴욕 정체성의 핵심이며, 수많은 

공연자와 쇼 크리에이터들을 고용하는 우리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9월부터 쇼가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전 세계의 방문객들은 뉴욕에 와서 예술과 문화를 

경험하고 브로드웨이에서 상징적인 공연을 감상합니다. 슬프게도 팬데믹으로 이 독특한 

뉴욕의 경험을 잠시 멈추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계속해서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경제를 재개함에 따라 브로드웨이의 공연이 전체 수용 인원으로 올해 9월부터 다시 

시작되어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매력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브로드웨이 리그(Broadway League) 회장인 Charlotte St. Marti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대, 무대 뒤, 도시와 주 전역에서 브로드웨이로 생활을 유지하는 약 10만 

명의 사람들을 대신하여 오늘 발표된 Cuomo 주지사의 지원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니다. 

브로드웨이를 다시 여는 것은 복잡한 노력으로, 전국과 전 세계의 지속적인 관객들과 

다시 연결하기 위하여 프로덕션에는 긴 도입 기간이 필요합니다. 가을의 쇼 티켓을 

판매하기 시작하라는 오늘 주지사의 청신호는 우리의 성공에 매우 

중요합니다. 브로드웨이는 뉴욕시 관광의 심장부이며, 라이브 즐거운 관객 앞에서 

우리의 심장이 뛸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브로드웨이 뮤지컬 웨이트리스(Waitress)의 가수, 작곡가, 배우, 작사가인 Sarah 

Bareille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브로드웨이 지역사회와 팬은 오늘을 축하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소식이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가을이 되면 동료 배우, 

음악가, 직원들이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하지 못한 지 약 18개월이 됩니다. 바로 

뉴욕 관객들로 가득한 극장에서 라이브 공연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일하러 갈 때입니다. 

무대로 돌아갈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브로드웨이를 이길 것은 없으며 그 어느 

때보다 좋은 공연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주정부는 계속해서 브로드웨이 산업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세계적 수준의 문화 

체험을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복귀시킬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공중 보건 상태 및 공연 

예술 및 라이브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주정부의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브로드웨이 

이해관계자는 안면 가리개, 건강 선별검사, 공기 여과 및 환기 개선, 엄격한 청소 및 

소독과 같은 적용 가능한 보건 프로토콜에 유연하게 적응할 것입니다.   

   

쇼에 대한 사전 판매 티켓과 마케팅은 성공적으로 브로드웨이를 오래 유지하기 위해 

모멘텀을 구축하고, 최대 수용 인원으로 재개하기 위한 수개월 간의 과정을 

시작합니다.  주지사,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및 주 기관 파트너는 관객, 공연자 및 직원이 

즐기고, 공연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업계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공중 보건 상황으로 인해 공연을 연기해야 하는 경우 극장은 고객 친화적인 

환불 및 교환 정책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뉴욕시의 공연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2 회계연도(FY 2022) 제정 예산에는 10억 

달러의 중소기업 및 예술 구호 회복 지원(Small Business and Arts Relief and Recovery 

Assistance)이 포함되었으며, 여기에는 뉴욕시 뮤지컬 및 연극 제작 세금 공제 

프로그램(New York City Musical and Theatrical Production Tax Credit Program)이 

포함됩니다. 이는 업계를 개시하고 뉴욕시의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최대 1억 달러의 

세금 공제를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2022년 12월까지 첫 공연이 예정된 

프로덕션은 적격 비용에 대해 25%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에는 매주 약 25만 명의 사람들이 브로드웨이 쇼를 

시청했습니다.  브로드웨이는 거의 97,000개의 현지 일자리를 지원하고 매년 약 147억 

달러를 뉴욕 경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업계 사업 협회인 브로드웨이 

리그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www.broadway.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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