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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사 ANDREW M. CUOMO

CUOMO 주지사,
주지사 국립코메디센터 기공 발표

이 센터는 년 114,000여명의 방문객을 유치하고 지역 경제 활동에서 년 2300여만 달러를
창출할 것입니다
완성 예상도를 여기에서
여기에서 보십시오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뉴욕주 Jamestown에서 새 국립코메디센터가
공식적으로 기공되었음을 발표하였습니다. 4500만 달러 예산의 이 센터는 코메디, 공예
및 그 기여자들의 역사를 기념합니다. 건축 시작을 기념하는 이번 주말의 40여 행사에는
Jerry Seinfeld, Melissa Rivers, Regis Philbin, Nick Offerman, Kelly Carlin, Harold Ramis
패밀리 등 다수의 코메디 거장들이 출연할 것입니다.
“뉴욕주는 엔터테인먼트에서 많은 전설의 자랑스러운 고향인데 새 국립코메디센터를
Lucille Ball의 고향에 짓는 것은 방문객과 경제 성장을 가져올 큰 영광입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이 행정부와 지역경제개발협의회는 뉴욕주 서부 지역을
전진시키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 놀라운 새 명소를 지원하고 유치하여
자랑스럽습니다.”
국립코메디센터 프로젝트는 두 유서 깊은 건물의 개조뿐만 아니라 새 건물의 건축도
포함합니다. 이 센터는 년 114,000여명의 방문객을 유치하고 지역 경제에 년 2300만
달러를 진작시키면서 지역의 경제 발전을 더욱 촉발하고 경제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립코메디센터는 Chautauqua, Cattaraugus, & Erie 의 세
카운티에 218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년 임금으로 650만 달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프로젝트 책임자 Tom Benson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뉴욕주로부터 자금을 받은
덕분에 국립코메디센터가 주의 장기적이고 전주적인 관광 전략으로 채택되었으며,
우리는 앞으로의 세대를 위한 웃음과 배움의 장소를 창조하기를 고대합니다.”
집행이사 Journey Gunderson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뉴욕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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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하여 기쁩니다. Jamestown은 이미 연례 Lucille Ball 코메디 축제에 37개 주로부터
방문객들을 유치하고 있는데, Cuomo 지사의 지원으로 우리는 전세계의 주목을 받을
것이 확실한 전국적 방문객 경험의 창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 12월에 Cuomo 지사는 국립코메디센터 프로젝트에 $1,500,000의 경제개발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보조금으로 이 프로젝트는 뉴욕주를 위한 장기 경제 개발
및 관광 전략의 핵심 부분이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재활성화된 I Love NY 프로그램
같은 지역적, 전주적 및 전국적 마케팅 캠페인에서 파트너십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Empire State Development의 총재 겸 CEO인 Howard Zemsky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국립코메디센터는 Jamestown을 전세계적 무대에 올려놓고 Lucy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자부심을 주입함으로써 지역을 알리기 때문에 기립박수를
받아야 합니다.”
“NYS 관광 전문가 및 코메디 업계 리더들은 Jamestown을 전세계적 무대에 올려놓고
국립코메디센터의 실현을 보기 위해 비영리 National Comedy Center, Inc.과 제휴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방문객들에게 지역 매력을 부각시키고 Lucy를 항상 사랑할
주민들에게 자부심을 주입하기 때문에 기립박수를 받아야 합니다.”
Lucie Arnaz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Desi와 저는 이것이 실제로 매우 장관적으로
결실 맺게 되어 신나고 아주 행복합니다. 우리는 어머니께서 당신의 Jamestown이 하고
있는 일의 범위에 완전히 깜짝 놀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어머니께서
당신의 삶과 경력이 이 사상 최초의 국립코메디센터가 현실이 되도록 한 영감이 될 수
있었음에 특히 감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 센터는 어머니께서 원하신 모든 것,
정확하게 어머니가 발생하기를 소망한 것을 대표합니다.”
건축은 2016년 봄에 시작될 것입니다. 컨텐츠 획득 절차와 함께 명소 구성품의 제작 및
설치가 뒤따를 것이며, 개관 목표는 2017년 늦봄으로 확정되었습니다.
501(c)(3) 비영리 국립코메디센터는 유명한 창의적 설계회사 Jack Rouse Associates가
설계하고 인터랙티브 전문기업 Local Projects가 인터랙티브 전시물 경험으로 공예와
전설적 기여자들을 기리며, 프로그램으로 현대 코메디의 진수를 기념하고, 전문가 개발
및 아티스트 지원으로 코메디 예술을 배양합니다. 국립코메디센터는 National Comedy
Center, Inc.의 확장으로서 코메디 예술의 진흥으로 웃음의 치유력을 통해 세계를
풍요롭게 한다는 사명을 충족합니다.
국립코메디센터는 다음을 포함할 것입니다:
유서 깊은 Jamestown Gateway 역의 재사용 및 재설비, 최근에 1200만 달러를
들여 중앙 통로 및 건물 외피를 복원하였습니다.
• 근 1에이커의 전시 공간을 수용하기 위한 제2 건물의 개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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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명소의 입구가 되고 2개의 전장 고화질 비디오 화면을 자랑할 6,000 평방피트
건물의 신축.
• 준공되면 국립코메디센터는 애호가들이 즐길 약 28,000 평방피트의 매력 공간을
제공할 것입니다.
•

상원의원 Charles E. Schumer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Jamestown은 매우 풍부한
코메디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Lucille Bal의 탄생지가 미국 전역의 코메디 애호가들의
목적지가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본인은 이 새 시설과 그것이 Chautauqua 카운티에
가져올 에너지를 어서 빨리 보기 원합니다. 금년의 현재 프로그램이 지표라면 Lucy와
Desi가 시작시킨 풍부한 전통은 Jamestown에서 앞으로 오랫 동안 번영할 것입니다.”
하원의원 Tom Reed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본인은 이 지역의 미래에 대해 신경을
쓰는데 그 때문에 저는 이 프로젝트를 위해 계속 투쟁합니다. 본인은 오늘 일찌기 현장을
방문하였는데 이것이 Jamestown과 우리 지역에 미칠 영향에 대해 매우 흥분됩니다.
그것은 커뮤니티에 직간접적으로 약 200개의 일자리를 기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가 지역 주민들에게 성공할 모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마땅할 뿐인데 이것은
Jamestown과 Southern Tier가 돌아오고 있다는 또 하나의 리마인더입니다.”
상원의원 Catharine Young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Lucille Ball과 Desi Arnaz는 이미
전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인물들입니다. 새 국립코메디센터는 그 유산을 새로운 높이로
가져가서 예술로서 사람들에게 기쁨과 웃음을 가져오는 모든 사람들의 업적을 기념할
것입니다. 방문객들은 우리 지역의 경제에 새 생명을 불어 넣을 것이며 이 명소는 우리
주민들을 위한 레크레이션 장소를 확대할 것입니다. 그것은 Southern Tier에서 이루어진
역사상 가장 신나는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하원의원 Andy Goodell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Jamestown은 코메디를 진지하게
취급합니다. 우리는 지역의 경제 재활성화에 기여할 이 중요하고 스마트한 성장
프로젝트를 지원하신 Cuomo 지사께 감사 드립니다.”
Chautauqua 카운티 집행관 Vince Horrigan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국립코메디센터는 Chautauqua 카운티와 뉴욕주 서부 지역을 위한 게임체인저입니다.
분명 전국적 수준의 명소인 이 놀라운 프로젝트는 사방으로부터 남녀노소를 모셔서 웃게
하고 우리 지역이 제공하는 모든 것을 즐기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꿈을
현실화시키고 있는 우리 뉴욕주 및 지역 재단의 파트너들께 감사 드립니다.”
Jamestown 시장 Sam Teresi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수 년간의 기획과 모금
노력 후에 뉴욕주의 진주 Jamestown시와 서부 지역 전체를 위해 이 중요한 새로운 발전
기회가 마침내 시행점에 도달하여 흥분됩니다. 뉴욕주 남서 지역 경제를 위해 이
독특하고 중요한 추가는 분명히 다음을 포함한 수 많은 선두의 지속적 협조 및 협력의
산물입니다; 국립코메디센터의 이사회 및 직원들의 끈질김, Jamestown의 Gebbie
Foundation 및 Buffalo의 Oishei Foundation의 후한 기부, Jamestown 시 직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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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적 노력 그리고 마지막이지만 분명 가장 작지 않은 Cuomo 지사의 비전과 Empire
State Development의 재정적 지원. 이 프로젝트를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투자하고 희생을 감수하며 모든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 전체 팀에 감사하고 축하하는
것은 이 위대한 도시의 시장으로서 저의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이제 저는 ‘개막의 밤’을
고대하고 진정으로 기다립니다!”
추가 정보
국립코메디센터는 코메디 예술 교육 프로그램, 코메디 영화제 및 연례 Lucille Ball 코메디
페스티벌을 포함하는 Lucille Ball Desi Arnaz Museum & Center for Comedy를 위한 네
기둥의 웃음 유산 비전의 일환입니다.
Lucille Ball의 고향인 뉴욕주 Jamestown은 Lucille Ball Desi Arnaz Museum으로 “최초의
코메디 커플”의 유산을 기립니다. 이 공연장 명소는 1주 7일 오픈되며, 복제 세트, Lucille
Ball의 에미상, 의상, 진기한 기념물 등을 선보입니다. Lucy Desi Museum & Center for
Comedy뿐만 아니라 온라인 선물가게에 대한 추가 정보를 원하시면 www.lucydesi.com을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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