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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제임스타운의 국립코미디센터(NATIONAL COMEDY CENTER) 개관
발표

매년 114,000 명이 넘는 방문객을 유치하여 연간 2,300 만 달러의 지역 경제효과를
유발할 것을 예상되는 센터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국립코미디센터(National Comedy Center)의 사진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최초의 비영리 문화 기관이자 코미디 전용 관람객
체험관인 새로운 국립코미디센터(National Comedy Center)를 셔터쿼 카운티의
제임스타운에서 공식적으로 개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5,000 만 달러 규모의 이 최첨단
뮤지엄은 미국 코미디의 중요한 이야기를 전하고, Charlie Chaplin 에서 Dave
Chappelle 에 이르기까지 코미디의 위대한 정신과 고유의 목소리를 기념하기 위한 전용
공간입니다. 국립코미디센터(National Comedy Center)는 개관 기념으로 일주일 내내
코미디 공연과 만담 공연을 선보입니다. 매년 50 개가 넘는 이벤트가 열리는 연례 Lucille
Ball 코미디 페스티발(Lucille Ball Comedy Festival)과 동시에 진행됩니다. 이
이벤트들에는 Amy Schumer, Lewis Black, Lily Tomlin, Fran Drescher, W. Kamau Bell,
오리지널 “새터데이 나잇 라이브(Saturday Night Live)”출연진인 Dan Aykroyd 와
Laraine Newman 같은 훌륭한 코미디언들의 출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새로운 국립코미디센터(National Comedy
Center)는 셔터쿼 카운티와 웨스턴 뉴욕 지역의 관광 명소이자 경제적 판도를 바꾸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국립코미디센터(National Comedy Center)는 전 세계에서 가장
인상적인 코미디 공연자 중 일부를 소개하여 미국 전 지역에서 온 방문객을 위한 관광지
역할을 할 것입니다. 뉴욕은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뉴욕주 전 지역을 위한 문화 허브를
조성하기 위해 코미디와 예술에 투자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주지사가 2015 년 8 월에 착공을 개시한 프로젝트 공사에는 유서 깊은 제임스타운
게이트웨이 기차역(Jamestown Gateway Train Station)을 포함한 역사적인 건물 2 채의

개보수 및 건물의 재사용 계획과 결합된 새로운 6,000 평방 피트 규모의 건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총 37,000 평방 피트의 전시 공간을 구성합니다.
독점적인 수집품과 50 회 이상의 세계적인 수준의 몰입형 전시회는 심야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슬랩스틱 코미디와 사회적 행동주의의 강력한 수단으로서의 유머에
이르기까지 모든 코미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초기 유랑 극단
공연에서 바이러스처럼 퍼지는 최신 밈(meme)에 이르기까지 코미디 역사를 통해 상호
작용적인 여행을 떠납니다. 첨단 개인화 기술이 각 방문자용 무선 주파수 아이디(ID)
손목 밴드에 내장된 유머 프로파일을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이를 통해 전시회 체험을
개인화할 수 있으며, 자신의 유머 감각을 반영한 교육을 권장합니다. 이곳은 이런
유형으로는 기술적으로 가장 발전한 관광지 중 한 곳입니다. 또한 현금 유료 바(cash
bar)와 더 많은 성인용 영화 또는 저속한 코미디를 찾을 수 있는 블루 룸(Blue Room)
등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또한 Lenny Bruce, Rodney Dangerfield, Marx Brothers,
Charlie Chaplin, Jerry Lewis, Joan Rivers, Phyllis Diller, Jerry Seinfeld, George Carlin
등과 기타 코미디언들의 개인 기록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코미디 아이콘과
혁신가들에 대한 깊은 감사뿐만 아니라 유머가 우리의 생각, 삶, 웃음 등에 미친 막대한
영향을 느끼면서 이 뮤지엄을 떠날 것입니다.
Tom Benson 프로젝트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8 년 전에 엄청나게 근면하고
헌신적인 소규모 그룹은 제임스타운을 국립코미디센터(National Comedy Center)
설립을 통해 미국 코미디의 본고장으로 만들려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그룹의 인내와 피, 땀과 눈물 그리고 Cuomo 주지사님과 뉴욕주를 포함한 지원금
제공처들로부터 받은 지원 덕분에, 이 꿈은 제임스타운의 얼굴을 변화시키고 장기간
지속되는 경제적 이익을 웨스턴 뉴욕의 모든 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실현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비웃는 사람들을 우리와 함께 웃는 사람들로 바꿀 수
있는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대단히 기분 좋은 일입니다.”
국립코미디센터(National Comedy Center)는 경쟁력을 갖춘 지역사회 주도 프로세스를
통해 지원된 440 만 달러의 지원금을 포함하여 주정부 자원으로 1,400 만 달러가 넘게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 프로세스는 (1) 웨스턴 뉴욕 지역경제개발협의체(Western New
York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 (2) 버펄로 빌리언 II 프로그램(Buffalo
Billion II initiative)을 통한 추가 지원금 500 만 달러, (3) 뉴마켓츠 세금 공제
프로그램(New Markets Tax Credit Program)을 통한 500 만 달러, (4) 기타 주정부
자금원 등을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이 센터는 매년 114,000 명이 넘는 방문객을
유치하여 연간 2,300 만 달러의 경제 효과를 유발해서 현지 경제 발전을 더욱 촉발하고
경제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립코미디센터(National
Comedy Center)는 셔터쿼 카운티, 카타라우구스 카운티, 이리 카운티 등지에서 매년
200 개 이상의 일자리를 지원하여 그 임금이 650 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의 상당한 투자와 지원을 통해,
국립코미디센터(National Comedy Center)는 웨스턴 뉴욕과 서던 티어를 위한 혁신적인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 센터는 관광 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이 지역 전체에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관광객들은 이제 자연 경관을 즐기기 위해 나이아가라
폭포(Niagara Falls)를 방문한 후, 커낼사이드(Canalside)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 버펄로를 경유한 다음, 세계적인 수준의 국립코미디센터(National Comedy
Center)와 제임스타운이 제공하는 모든 것을 보기 위해 제임스타운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일자리 만들기를 촉진하여 우리 경제의 미래에 투자하게 될 시너지
효과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의 Howard Zemsky 사장 겸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임스타운은 역사를 보존하고 오래된 건물을
재사용하며 코미디 센터 프로젝트(Comedy Center project)를 통해 도시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이 지역은 관광객들이 찾아보고 즐길 수 있는 독특한 매력을
제공하기 때문에 현지 주민의 자부심이 강합니다. 모든 분들이 스스로 경험할 수 있는
여행을 계획하실 것을 권합니다.”
주립공원(State Parks)의 Rose Harvey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앨러게니
주립공원(Allegany State Park)과 미드웨이 주립공원(Midway State Park)이나 롱포인트
주립공원(Long Point State Park)과 같은 숨겨진 보석같은 공원들을 통해,
국립코미디센터(National Comedy Center)는 뉴욕의 서부 지역에서 추가로 관광산업
붐을 일으킬 것입니다. 이 놀라운 혁신적인 변화를 이루어낸 이곳은 전 세계에서 관객을
유치하여 모든 주민을 위해 분명히 커다란 자존심이 될 진정으로 특별한 관광지입니다.”
2011 년 당선된 이래로, Cuomo 주지사는 역사적인 수준의 방문객 수와 직접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뉴욕주 전 지역의 관광산업에 전례 없는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2017 년
뉴욕주는 676 억 달러를 지출한 2 억 4,380 만 명이라는 기록적인 수준의 관광객을
맞이하여 4 년 연속 총 1,000 억 달러 이상의 경제 효과를 달성했습니다. 또한
관광산업은 매년 938,800 개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뉴욕주에서 3 번째로 큰
고용주입니다.
Catharine Young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새로운 관광지는 셔터쿼 카운티를 유명하게 만들고 모든 연령층의 방문객에게 잊을 수
없는 체험을 제공하게 될 코미디 예술을 위한 멋진 쇼케이스인 국립코미디센터(National
Comedy Center)입니다. 제임스타운 출신의 코미디 여배우인 Lucille Ball 로부터 영감을
받고 국제적으로 유명한 문화 인터랙티브 디자인 회사가 개발한 이 세계적인 수준의
공연장은 제임스타운이 모든 지역 여행 평론가의 ‘최고의 여행지’ 목록에 개제되는 동안
2,300 만 달러 규모의 경제 효과를 유발하여 유서 깊은 우리 도시의 경제를 변화시킬
태세입니다. 이 순간에 이르는 길을 놀라운 가치가 있는 목표를 향해 제휴 관계를 맺고
협력한 헌신적인 리더들이 구축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와 제임스타운의 미래에 대한

주지사님의 공약에 대해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국립코미디센터(National Comedy Center)의 환상적이고 지칠 줄 모르는 리더들 및
언제나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촉진하며 도움을 주신 주정부와 지방 정부 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 놀라운 공조는 신뢰와 협력의 승리이며, 이를 통해 우리 지역사회를
위한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었습니다.”
Andy Goodell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임스타운은 코미디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프로젝트는 심각한 프로젝트였습니다. 프로젝트에는 최첨단
전자 장치, 독특하고 흥미로운 기념품, 놀라운 관광지 등이 포함됩니다. 이곳은 코미디를
사랑하고 전국적으로 가장 유명한 코미디 관람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진정한
전국적인 관광지입니다.”
셔터쿼 카운티의 George Borrello 카운티 행정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셔터쿼
카운티와 Lucille Ball 의 고향인 제임스타운 바로 여기에서 이 독특한 최첨단의 명소가
현실화되는 것을 보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저희는 코미디 예술에 대한 놀라운 헌사인
이 재미있고 상호 작용적인 체험의 보금자리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혁신적인 이 프로젝트를 위한 공약을 실천해 주신 주지사와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제임스타운 시의 Samuel Teresi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회 수준과 행정부
전반에 걸친 지원(예를 들어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SD), 공원, 여가 및 역사보존
사무국(Office of Parks, Recreation and Historic Preservation, OPRHP),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DOT), 주무부(Department of State, DOS) 등)은
탁월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전례가 없이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해주신 가장 큰 공로는 Andrew Cuomo 주지사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제 생각에 주지사님은 개인적인 관심을 가지고 미식축구의 45
야드에서 마지막 구간으로 달리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 지원해 주셨습니다. 지난 40 년
동안 저는 수많은 중요한 지역 프로젝트에 대한 상당한 액수의 주정부 재정 지원을
목격했지만, 이 정도까지 지원된 경우는 결코 보지 못했습니다. 이는 주지사님의
개인적인 관심과 지지를 통해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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