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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6월 19일 토요일 축제의 폐막제를 100% 수용할 수 있는 라디오 시티
뮤직홀을 재개하는 재탄생한 트라이베카 영화제를 발표

트라이베카 영화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북미 최초의 대면 영화제가 될 예정
역사적인 라디오 시티 뮤직홀은 백신 접종을 완료한 청중과 함께 혁신적인 행사를 위한
100% 수용 인원으로 개최
새로운 야외 영화 상영, 온라인 페스티벌 프로그램, 보로 투 보로 프로그램 등이 새롭게
재탄생한 축제
트라이베카 페스티벌 야외 상영장 및 보로 투 보로 장소 지도 확인은 여기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6월 19일 토요일에 트라이베카 영화제(Tribeca
Festival)의 폐막식(Closing Night) 영화를 개최하기 위해 라디오 시티 뮤직홀(Radio City
Music Hall)이 1년 넘는 기간 중 처음으로 문을 열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행사의
경우 라디오 시티 뮤직홀은 예방 접종을 완료한 청중으로 100% 수용 인원으로
운영됩니다. 혁신적인 행사 및 폐막식 상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트라이베카 페스티벌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이래로 북미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대면 영화제가 될 것입니다. 20주년 기념 행사로 새롭게 탄생한 축제는 피어 76(Pier
76)과 같은 장소에서 야외 상영을 비롯한 새로운 시청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며, 온라인
전용으로 상영되는 새로운 영화 셀렉션인 트라이베카 앳 홈(Tribeca At Home) 등의
새로운 시청 경험을 선보일 것입니다. 페스티벌의 개막식은 워싱턴 하이츠의 유나이티드
팰리스 극장(United Palace Theater) 및 다른 모든 야외 축제 시설에서 동시에 "인더
하이츠(In the Heights)"의 세계 초연 상영을 개최합니다. Jon M. Chu는 뉴욕의 LinManuel Miranda에 의해 창작 및 제작된 토니상(Tony Award) 수상 경력에 빛나는
뮤지컬의 스크린 적용을 감독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치가 계속 감소하고 점점 더 많은 뉴욕 주민이
예방 접종을 받기 때문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페이지를 넘겨 새로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뉴욕주 전역의 행사, 시설 및 기업들이 팬데믹 후 세계에서
어떻게 운영할지를 재구상하고 있으며, 트라이베카 축제도 예외는 아닙니다. 올해
트라이베카 축제는 뉴욕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올해 최고의 영화를 상영하고 다양한

행사와 경험을 즐길 수 있는 새롭고 흥미로운 방법을 제공할 것이며, 유서 깊은 라디오
시티 뮤직홀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청중을 100% 수용 인원으로 채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와 나라의 재개에서의 큰 발걸음이며, 그 어느 때보다 뉴욕이 복구되었고 그 어느
때보다 튼튼하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릴 것입니다."
트라이베카 엔터프라이즈(Tribeca Enterprises)와 트라이베카 페스티벌 공동
설립자이자 최고경영자인 Jane Rosenthal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창립 임무는
뉴욕의 모든 곳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으며, 오늘과 더욱 관련성이 있습니다.
트라이베카는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기 시작했고, 올해 다시 다섯 개 자치구 전체의
지역사회를 연결하고 축제 경험을 안전하게 공유하면서 지역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MSG 엔터테인먼트(MSG Entertainment)의 수석 회장 겸 최고경영자인 James
Dola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라디오 시티 뮤직홀, 엔터테인먼트 산업 및
뉴욕시에 중요한 순간입니다. 우리는 이번 일을 실현해 주신 Cuomo 주지사의 리더십과
헌신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트라이베카 영화제의 훌륭한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우리는 전체 관객을 환영하는 것을 통해 매우 특별하고 기억에 남는 행사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번 행사가 다른 이들이 따라야 할 길을 열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트라이베카 축제는 예술가와 훌륭한 스토리텔링이 희망을 불러 일으키고 변화를
가져다주며 어려운 시기에 지역사회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중심으로 9/11의
여파로 설립되었습니다. 20년 후, 트라이베카의 메시지는 그 어느 때보다 진실합니다.
특히 뉴욕과 더 큰 세계가 팬데믹으로 인해 전례없는 도전에 직면한 지 1년 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2021년 트라이베카 페스티벌은 250개 이상의 상영, 회담 및 공연, 스프링
스튜디오(Spring Studios)의 혼합 현실 아케이드(Mixed Reality Arcade)에서 다섯 개의
이머시브 피스(immersive pieces), 그리고 5개의 자치구 모두의 프로그램이 펼쳐지는
12일간의 행사가 될 것입니다. 이 페스티벌은 사상 처음으로 팟캐스트 라인업뿐만
아니라 영화 재통합 및 기념일도 제공합니다. 축제는 12일간의 행사에 참가할 수 있는
최대 10만 명의 게스트를 수용할 것으로 기대하며, 다음과 같은 야외 장소에서 200개
이상의 상영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 더 배터리(The Battery), 맨해튼
• 브룩필드 플레이스(Brookfield Place)의 워터프론트 플레이스(Waterfront Place),
맨해튼
• 허드슨 야즈(Hudson Yards), 맨해튼
• 허드슨 리버 파크(Hudson River Park)의 피어 76, 맨해튼
• 엠파이어 아울렛(Empire Outlets), 스태튼 아일랜드
• 메트로텍 커먼즈(MetroTech Commons), 브루클린
또한 축제의 보로 투 보로(Borough-To-Borough) 프로그램은 국내 최초의 모바일 HD
스크린인 40피트의 최첨단 LED 영화관을 이용하여 뉴욕시 주변 지역으로 직접

페스티벌을 제공할 줄 것입니다. 이는 지역사회를 자신의 지역세어 축제 경험과
연결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보로 투 보로에는 다음 장소가 포함됩니다.
• 퀸즈 - 플러싱 메도우스 코로나 파크(Flushing Meadows Corona Park), 락어웨이
비치(Rockaway Beach), 아스토리아 파크(Astoria Park)
• 브롱크스 - 밴 코틀랜드(Van Courtland), 사운드뷰 파크(Soundview Park), 월터
글래드윈 파크(Walter Gladwin Park)
• 브루클린 - 마린 파크(Marine Park)
트라이베카는 다양한 형태의 아티스트, 영화 제작자 및 제작자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트라이베카는 창립 이래로 새로운 및 기존의 인재를 모두 지원하고
혁신적인 경험을 선사하며 초연, 전시회, 회담 및 라이브 공연을 통해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도입했습니다. 트라이베카에 대한 자세한 정보 및 티켓 구입은
www.tribecafilm.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금일 발표는 예방 접종과 코로나19 감염 사례와 입원율의 지속적인 감소를 감안하여
경제 재개에 힘을 싣고자 하는 Cuomo 주지사의 최근 조치에 기반합니다. 어제 기준으로
뉴욕의 성인 인구 중 62%가 백신을 최소 1회 접종했고 52%가 일련의 백신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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