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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대니 패럴 리버뱅크 주립공원(DENNY FARRELL RIVERBANK
STATE PARK)에서 280 만 달러 규모의 로버트 프레드릭 스미스 공연 예술
센터(ROBERT FREDERICK SMITH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를
개관한다고 발표

투자자이자 자선가인 Robert Frederick Smith 가 기부금 100 만 달러를 지원한 문화
공연 센터(Cultural Performance Center) 활성화 프로젝트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할렘 소재 대니 패럴 리버뱅크 주립공원(Denny
Farrell Riverbank State Park)에서 로버트 프레드릭 스미스 공연 예술 센터(Robert
Frederick Smith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를 개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스티븐
콜버트의 더 레이트 쇼(The Late Show with Stephen Colbert) 밴드 리더인 Jon
Batiste 와 더불어 지역사회에서 가장 재능있는 아티스트들이 이 개관식 축하 공연에
참여합니다. 이 공연 센터는 시설의 개보수 비용 280 만 달러 중 100 만 달러를 기부한
공로를 인정하여, 자선가이자 비스타 이쿼티 파트너스(Vista Equity Partners)의 창립자,
회장 겸 최고경영자인 Robert Frederick Smith 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민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가져 오는 일을
완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대니 패럴 주립공원(Denny Farrell)의
서비스 모델은 좋은 정부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새로운 공연 예술 센터는 우리 주립공원
시스템의 보석 중 하나를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그 외 지역의 셀 수 없이 많은 주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면서 정확하게 그런 일을 수행할 것입니다. 이는 대니 패럴 리버뱅크
주립공원(Denny Farrell Riverbank State Park)에 가장 적합한 일입니다. 뉴욕의 주민
가정은 이 일이 성사되도록 애써주신 Robert Frederick Smith 씨에게 감사드립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니 패럴 리버뱅크 주립공원(Denny
Farrell Riverbank State Park)에서 새롭게 태어난 이 공연 예술 센터는 이 지역에 다양한
활동, 문화, 오락 등을 제공하게 됩니다. 로버트 프레드릭 스미스 공연 예술 센터(Robert
Frederick Smith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는 또한 어린이와 그 가족들이 연중 내내
지역사회 및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이 시설로 현지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고 전반적인 경제를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해당 지역에 매년 방문객
수만 명을 유치합니다."

이 문화 공연 센터는 리버뱅크에서 가장 인기있고 역동적인 시설 중 한 곳으로서 매년
사회적 활동, 교육적 활동, 공연 관련 활동, 행사 등을 개최합니다. 발레, 재즈,
오케스트라 공연부터 강습, 여름 캠프 활동, 지역사회 프로그램 등에 이르기까지, 일년에
6 만 명이 넘는 주민이 방문하는 시설입니다.
Robert Frederick Smith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공연 예술 센터는 언제나 이
지역사회 문화 공간 중 보석과 같은 시설이었습니다. 음악과 예술은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우리 지역사회를 강화합니다. 이 센터를 현대화하는 일은 사회의 벽을 넘어 모든
주민 가정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할렘에 대한 상상력, 재능, 사랑 등을 함께 나누고
공유할 수 있는 영감을 공연자에게 미치는 일이기 때문에 제게는 커다란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이 센터는 재즈 피아니스트 Jon Batiste 의 축하 공연으로 개관하며 현지 지역사회에서
가장 재능 있는 아티스트들의 저녁 공연이 주 무대가 됩니다. Batiste 는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와 함께 녹음 작업과 공연을 해왔으며 자신의 밴드 스테이 휴먼(Stay
Human)과 함께 정기적으로 순회 공연을 다닙니다. 그리고 스티븐 콜버트의 더 레이트
쇼(The Late Show with Stephen Colbert)에 밴드 리더이자 음악 감독으로서 자신의
밴드와 매일 밤 출연하고 있습니다. Batiste 는 또한 더 아틀랜틱(The Atlantic)의 음악
감독과 할렘 소재 국립 재즈 뮤지엄(National Jazz Museum)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른 연주자로는 마칭 코브라스(Marching
Cobras), 할렘 르네상스 합창단(Harlem Renaissance Choir), 첼리스트 Sterling Elliott,
캐털리스트 사중주단(Catalyst Quartet), 재즈 트럼펫 연주자 Shareef Clayton, NYOUSA 목관 오중주단 등이 출연합니다.
Erik Kulleseid 주립 공원 슈퍼바이저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
센터를 청중들에게 훨씬 더 환영받는 곳으로 만들고, 생산 가치를 높이며 해당 공원이
사랑받는 이 지역을 더욱 활기차게 만듭니다. 대니 패럴 리버뱅크 주립공원(Denny
Farrell Riverbank State Park)를 더욱 나은 장소를 만들기 위해 애써주신 Cuomo
주지사님, Robert Frederick Smith 씨 그리고 모든 파트너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픈 스페이스 인스티튜트(Open Space Institute, OSI)의 Kim Elliman 소장 겸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픈 스페이스 인스티튜트(OSI)는 이 문화 공연
센터를 업그레이드하고, 예술을 사회화하며 기념하고 경험하는 공간으로 사용하여 모든
사람의 전반적인 체험을 향상시키는 이 훌륭한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위해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고 헌신해 주신 Robert
Smith 씨와 Lucy Rockefeller Waletzky 씨에게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또한 이 지역사회
중심부의 활성화를 실현시키기 위해 오픈 스페이스 인스티튜트(OSI) 도와 애써주신
Durst 가족, Alfred P. Sloan 재단(Alfred P. Sloan Foundation), 록펠러 재단(Rockefeller
Foundation), 록펠러 브라더스 기금(Rockefeller Brothers Fund), 파슨스 패밀리
재단(Parsons Family Foundation) 등의 지원에도 감사드립니다."

뉴욕주 공원 협의회(New York State Council of Parks)의 Lucy Rockefeller Waletzky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생기 없는 강당이 음악, 춤, 웃음으로 가득 찬 영광스러운
공연 예술 공간 및 지역사회 공간으로 전환되는 것을 보는 일은 대단히 흥분되는
일입니다. Robert F. Smith 씨와 이 새로운 문화 센터를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센터가 향후 여러 세대에 걸쳐 계속 지역사회 활동이 이루어지는
생기넘치고 즐거운 장소가 될 것이라는 점은 확실합니다."
Robert Jackson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버트 프레드릭 스미스 공연
예술 센터(Robert Frederick Smith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의 개보수 공사가
완공되는 것을 보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Smith 씨와 Cuomo 주지사님 그리고 이
개보수 공사가 가능하도록 도와주신 기타 민관 파트너들께 감사드립니다. 제
지역구에서 이루어지게 될 이 시설의 모든 훌륭한 프로그램에 대해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저의 가장 소중한 멘토 중 한 명인 고 Denny Farrell 씨의 유산을 우리가
계속 명예롭게 이어가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Brian A. Benjamin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새로운 시설 덕분에 대니
패럴 리버뱅크 주립공원(Denny Farrell Riverbank State Park)이 할렘 주민을 위해 공연
예술 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우리 공원은 우리 이웃과 지역
사회의 중요한 일부분입니다. Farrell 뉴욕주 하원의원이 자신의 유산을 명예롭게 만드는
이 모든 일을 뉴욕주가 진행한 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느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Al Taylor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Robert F. Smith 씨의 관대한 지원은
사랑받는 할렘의 공연 시설에 새로운 삶을 불어넣었습니다. 매년 뉴욕 주민 수백만 명이
대니 패럴 리버뱅크 주립공원(Denny Farrell Riverbank State Park)에서 제공하는 편의
시설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기부금과 민관 파트너의 관대함 덕분에 이제 할렘은
향후 오랜 기간 예술적 표현과 공연의 중심지로 남을 것입니다."
맨해튼 자치구의 Gale Brewer 자치구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소중한
지역사회의 보석을 떠올릴 경우, 대니 패럴 리버뱅크 주립공원(Denny Farrell Riverbank
State Park)의 이 문화 공연 예술 센터가 즉시 생각날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공연 예술
센터의 개조에 기여할 수 있었던 점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프로젝트를 재정 지원하기 위해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Mark Levine 뉴욕시의회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리버뱅크
주립공원(Riverbank State Park)은 우리 맨해튼 지역사회의 셀 수 없이 많은 주민을 위한
귀중한 자원이었습니다. Robert Smith 씨의 엄청난 관대함에 박수를 보내며, 이 센터의
활성화로 계속 훌륭한 레크리에이션 기회 및 공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애써주신 모든 파트너들께도 박수를 보냅니다."

더스트 오거나이제이션(Durst Organization)의 Alexander Durst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대니 패럴 리버뱅크 주립공원(Denny Farrell Riverbank State
Park)에서 로버트 프레드릭 스미스 공연 예술 센터(Robert Frederick Smith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의 활성화에 기여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어퍼 맨해튼을 위해 아름다운 문화 공연 센터를 만들기 위해 자선 공동체와 민간 부문을
활용한, 오픈 스페이스 인스티튜트(OSI)와 뉴욕주 공원 및 여가 사무국(New York State
Office of Parks and Recreation) 사이의 훌륭한 협력의 결과물이었습니다."
Alfred P. Sloan 재단(Alfred P. Sloan Foundation)의 Leisle Lin 수석 부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니 패럴 리버뱅크 주립공원(Denny Farrell Riverbank State Park)에서
문화 공연 센터를 업그레이드하여 개관하는 일은 대단히 흥분되는 일입니다. 개선된
기능과 기술적 향상으로 이미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이 공연 센터의 가치가
올라갈 것입니다."
Smith 씨의 기부금은 오픈 스페이스 인스티튜트(Open Space Institute)가 뉴욕시 지역
공원 위원회(New York City Regional Parks Commission) 및 네추럴 헤리티지
트러스트(Natural Heritage Trust,)와 공동으로 시작한 자본 캠페인에 가장 큰 기여가
되었습니다. 이 자본 캠페인은 민관 보조금 및 기부금으로 약 280 만 달러를
모금했습니다. 기타 주요 지원금은 Lucy R. Waletzky 의학박사, 더스트
오거나이제이션(Durst Organization), Alfred P. Sloan 재단(Alfred P. Sloan Foundation),
록펠러 재단(Rockefeller Foundation) 등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공공 지원금은 Cuomo
주지사의 뉴욕 공원 2020 프로그램(Governor's NY Parks 2020 Program)의 지원금과
지난해 공원 이름으로 명명된 Denny Farrell 뉴욕주 하원의원의 지원금과 더불어 맨해튼
자치구의 Gale A. Brewer 자치구 대표의 지원금, Mark Levine 뉴욕시의회 의원의
지원금 등으로 충당되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리더십에 따라, 뉴욕주는 공원을 개선하고 야외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더욱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역사적인 공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주지사의 뉴욕
공원 2020 프로그램(Governor's NY Parks 2020 Program)은 뉴욕 주립 공원의
재활성화를 위해 여러해에 걸쳐 실행할 공약입니다. 2019-20 년 주 예산(State
Budget)에서는 이 계획에 11,000 만 달러를 배정합니다.
뉴욕주 공원, 여가 및 역사보존 사무국(New York State Office of Parks, Recreation and
Historic Preservation)은 연간 7,400 만 명의 방문객을 수용하는 250 곳이 넘는 개별
공원, 유적지, 골프 코스, 레크리에이션 트레일, 보트 진수장 등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해당 레크리에이션 장소에 관하여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parks.ny.gov 를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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