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년 8월 3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2018년의 국립 코미디 센터(NATIONAL COMEDY CENTER)와 루실 

볼 코미디 페스티벌(LUCILLE BALL COMEDY FESTIVAL)을 홍보하기 위한 50만 달러 

규모의 아이 러브 뉴욕 캠페인(I LOVE NEW YORK CAMPAIGN)에 대해 발표  

  

8월 6일 일요일까지 지속되는 올해의 코미디 주간  

  

주지사, 2018년 개관 예정인 국립 코미디 센터(National Comedy Center) 시찰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2018년의 국립 코미디 센터(National Comedy 

Center) 및 루실 볼 코미디 페스티벌(Lucille Ball Comedy Festival)을 홍보하여 웨스턴 

뉴욕의 관광 산업을 지속적으로 촉진시키기 위한 50만 달러 규모의 아이 러브 뉴욕(I 

LOVE NEW YORK) 캠페인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인정받은 이 축제는 이 

지역에 약 13,000 명의 방문객을 불러 모으고, 이번 주 8월 6일 일요일까지 20 차례가 

넘는 행사를 주최합니다. 올해의 축제에서는 Lewis Black, Jim Gaffigan, Kevin James, 

Robert Klein, David Steinberg, W. Kamau Bell, Kelly Carlin, 기타 많은 코미디언들이 

훌륭한 코미디를 다수 선보입니다. 제임스타운의 국립 코미디 센터(National Comedy 

Center)는 최초로 방문객들이 코미디를 경험할 수 있는 전문 코미디 비영리 문화 

기관이며 2018년에 완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립 코미디 센터(National Comedy Center)는 

동시대 최고 공연 예술가들의 공연을 선보이며 빠르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문화 기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의 루실 볼 페스티벌(Lucille Ball Festival)을 통해, 우리는 공연의 

재미와 웃음을 찾아 제임스타운을 방문하는 수천 명의 방문객들을 환영합니다. 코미디와 

예술에 투자함으로써 뉴욕은 전국에 제임스타운이 가족, 친지들과 함께 방문할 가치가 

있는 곳이라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새로운 일자리 만들기를 지원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며 앞으로 수 세대 동안 업스테이트 뉴욕을 최고 수준의 문화적 허브로 만들게 될 

이 국립 코미디 센터(National Comedy Center)의 완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립 코미디 센터(National Comedy Center)는 매년 개최되는 루실 볼 코미디 

페스티벌(Lucille Ball Comedy Festival)에서 1 주일간 코미디 공연과 대화극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7월 31일부터 8월 6일까지 일주일동안 “코미디와 인간의 

조건(Comedy and the Human Condition)”이라는 제목의 행사를 협력관계를 맺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비영리 교육 센터인 셔터쿼 인스티튜션(Chautauqua Institution)과 

공동으로 진행합니다.  

  

코미디의 전설 Lucille Ball의 고향에 위치한 5,000만 달러 규모의 국립 코미디 

센터(National Comedy Center) 캠퍼스에는 37,000 평방 피트 규모의 전시 공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5년 8월에 주지사가 착공하여 시작된 이 프로젝트의 건설에는 

6,000 평방 피트의 새로운 건물 1 동, 2 동의 유서 깊은 건물의 보수 공사, 코미디 

파크(Comedy Park)와 인접하여 외부 차단막으로 구성된 영역의 공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또한 유서 깊은 제임스타운 게이트웨이 기차역(Jamestown 

Gateway train station) 개조 공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8년 개관 예정인 국립 코미디 센터(National Comedy Center)는 매년 114,000 명의 

방문객을 유치하고 184 개의 일자리를 지원하며 2,300만 달러 규모의 지역 경제 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코미디 센터 프로젝트(Comedy Center project)는 지역경제개발협의체(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로부터 지원금 440만 달러, 버펄로 빌리언 II 

계획(Buffalo Billion ll initiative)을 통한 추가 지원금 500만 달러를 포함하여 주정부 기금 

1,400만 달러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 센터는 연중 내내 체험적, 대화형 전시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주요 비영리 문화 단체입니다. 자신의 고향인 제임스타운에 코미디 

예술의 무대를 만드는 것은 Lucille Ball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녀에 대한 추억 속에서, 이 

센터는 야심이 있는 예술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ESD)의 사장 겸 최고경영자인 

Howard Zemsky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립 코미디 센터(National Comedy 

Center)는 웨스턴 뉴욕의 장기적인 관광산업 및 경제 발전 전략의 핵심 요소입니다. 이 

센터는 이미 위대한 코미디언들의 지지와 국가적인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주립공원(State Parks)의 Rose Harvey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립 코미디 

센터(National Comedy Center)는 또 다른 경제적인 힘이라는 점을 입증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센터는 뉴욕주 서부 외곽에 자리 잡은 멋지고 매력적인 휴양지인 제임스 

타운을 방문해야 할 다른 이유이기도 합니다. 많은 웃음 이외에도, 이 시설은 또한 

공공녹지 공간을 조성하고 관광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 경제를 북돋우며 많은 

사람들에게 미소를 짓게 하는 라이브 공연을 포함한 야외 활동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뉴욕주를 거주하거나 방문할 만한, 기억에 남는 장소로 만들기 위해 이렇게 특별한 

관광지를 홍보하고 보존하려는 주지사님의 지속적인 공약에 대해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국립 코미디 센터(National Comedy Center)의 Tom Benson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3년간 국립 코미디 센터 프로젝트(National Comedy Center Project)에 상당한 

지원을 해 주신 Cuomo 주지사님과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에 감사드립니다. 이 지원은 프로젝트를 승인하였으며, 이를 프로젝트 

수립에 필요한 남은 자금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기반을 제공한 웨스턴 뉴욕의 장기적 

경제 개발 및 관광산업 전략의 일환으로 만들었습니다.”  

  

Cathy Young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웨스턴 뉴욕은 새로운 경제 활력을 

자극하는 일자리와 프로젝트에 대한 주정부의 수많은 투자 덕분에 경제적 부흥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경제적 미래에 대한 주지사님의 믿음과 공약에 대해 

우리는 Cuomo 주지사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협력을 통해 우리는 모든 뉴욕 주민들이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Andy Goodell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립 코미디 센터(National 

Comedy Center)에 대한 주지사님의 지속적인 지원에 대해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코미디 센터(Comedy Center)는 제임스타운 시와 그 주변 지역을 위해 

경제적으로 엄청난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저희는 Cuomo 주지사님이 보여주신 셔터쿼 

카운티에 대한 지원에 대해 매우 감사드립니다.” 

  

셔터쿼 카운티의 Vince Horrigan 카운티 행정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셔터쿼 

카운티는 접대 산업 및 관광 산업에 대한 뉴욕주의 엄청난 투자 덕분에 분명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제임스타운의 국립 코미디 센터(National Comedy Center)는 코미디의 정수와 

우리 카운티의 명소를 경험하길 원하는 전국의 방문객들을 유치할 것입니다. 셔터쿼 

카운티가 우리 웨스턴 뉴욕 지역 최고의 관광지가 되면서 매일 새로운 호텔과 관광 

명소에 대한 민간 투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임스타운 시의 Sam Teresi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코미디언 

중 한 명인 Lucille Ball이 태어난 곳에서 우리는 코메디 예술의 역사를 기념하면서 이 

연례 축제에 세계 최고의 공연 예술가들 중 몇 분을 환영하게 된 것이 

영광스럽습니다. 저는 주민과 방문객 모두 국립 코미디 센터(National Comedy Center)를 

보기 위해 직접 방문하시도록 초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2018년 보다 많은 가족들이 이 

축제를 경험하기를 기대하면서 아이 러브 뉴욕(I Love New York) 프로그램과 함께 이 

대단히 중요한 투자를 단행해 주신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국립 코미디 센터(National Comedy Center) 프로젝트 외에도, 제임스타운은 또한 

Cuomo 주지사의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Downtown Revitalization Initiative, DRI)을 통해 

재정 지원을 받게 될 10 개의 다운타운 프로젝트도 확인했습니다.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DRI)은 뉴욕주 전 지역의 현지 지역사회를 차세대 뉴욕 주민들이 거주하고 싶고 

일하고 싶으며 가족을 이루고 싶은 활기찬 지역사회로 변모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제임스타운 시는 주정부 기관과 지역경제개발협의체(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와 협력하여, 상기 계획의 목적에 부합하는 다운타운 촉진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전략적 투자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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