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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OMO 주지사, 주 공연예술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뉴욕 팝스업 실시 발표  

  

자비츠 센터에서 오늘 오후 12시 20분부터 열리는 첫 행사가 여기에서 라이브 스트리밍 

예정  

  

뉴욕주 전역에서 300개 이상의 공연이 진행될 예정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라이브 공연의 에너지로 뉴욕 주민의 영혼을 다시 

일깨우고 주정부의 라이브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빠르게 재개하기 위하여, 수백 개의 

팝업식 공연을 광범위한 지역에서 실시하는 페스티벌인 뉴욕 팝스업(NY PopsUp)의 

시작을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 공연은 2월 20일 오늘 오후 12시 30분 자비츠 센터(Javits 

Center)에서 열리며 그래미상(Grammy Award) 후보로 3회 지명된 뮤지션 Jon Batiste, 

안무가이자 호퍼상(Hoofer Award) 수상자인 탭댄서  Ayodele Casel, 그래미상 후보로 

지명된 가수 겸 연기자, 국제적인 오페라 스타 Anthony Roth Costanzo가 공연에 

참가하여 뉴욕의 의료 서비스 종사자 커뮤니티에게 헌정하는 공연을 선보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팬데믹이라는 가장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19 

전염을 완화하기 위해 공연이 중단되었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조치였지만, 수많은 

공연자들의 생계와 이 위대한 주의 정신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공연 예술이 

없다면 뉴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뉴욕은 세계 최고 수준의 공연자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예술 산업의 자랑스러운 본거지입니다. 뉴욕 팝스업은 이 중요한 부문을 

안전하고 독특한 방식으로 온라인을 통해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강한 

뉴욕(New York Tough)의 상징인 우리의 진정한 영웅, 의료 서비스 종사들의 노고를 

공연에 담아주신 공연자들께 저의 감사를 전합니다."  

  

페스티벌이 진행되는 동안 뉴욕 팝스업은 규모와 공연량, 지역 규모 등을 늘려갈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주 전역으로 확대하여, 뉴욕 팝스업은 뉴욕주 예술 위원회(New 

York State Council on the Arts, NYSCA)와 협력하여 버펄로에서 허드슨 밸리, 서퍽 

카운티, 주도 지역까지 공연 활성화를 계획 및 실행할 것입니다.  

 

2월 21일 일요일에는 전설적인 안무가 Garth Fagan의 팀이 로체스터 

공과대학(Rochester Institute of Technology, RIT)의 매직 스텔 스튜디오(MAGIC Spell 

https://www.instagram.com/NYPopsUp/


 

 

Studios)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RIT가 안전하게 운영을 계속할 수 있도록 

노고를 아끼지 않은 직원에게 바치는 특별 공연을 진행합니다.  

  

최신 소식을 확인하시려면 트위터(Twitter) 및 인스타그램(Instagram)에서 

@NYPopsUp를 팔로우해주십시오.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2021 시정연설(State of the State Address)의 일환으로 뉴욕 팝스업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장기간 진행된 코로나 봉쇄 이후 라이브 공연이 

안전하게 재개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는 주정부 최소의 대규모 모델입니다. 이번 공공-

민간 파트너십 프로그램에는 프로듀서인 Scott Rudin 및 Jane Rosenthal을 비롯해 무대 

감독 겸 안무가, 댄서인 Zack Winokur이 감독을 맡아 진행했습니다.  

  

뉴욕주 보건부의 코로나19 프로토콜에 따라 뉴욕 팝스업은 계획되고 있습니다. 최신 

지침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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