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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2016년 대뉴욕주 박람회 기간에 LAKEVIEW AMPHITHEATER 

노천극장에서 두 차례의 무료 SYMPHORIA 콘서트 개최 발표 

 

축제의 마당이 열리는 변화의 한해를 장식하는 심포니 공연, 카운티 Amphitheater의 

강력한 협조 

 

“Central NY Rising”계획에 대한 보완 발표 - 경제 성장과 새로운 기회 창출을 위한 

지역의 성공적인 북부 지역 활성화 계획 청사진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2016년 대뉴욕주 박람회 기간에 Onondaga 카운티의 

Lakeview Amphitheater 노천극장에서 두 차례의 무료 심포니 오케스트라 콘서트를 

개최하여 Onondaga호의 서해안에 대한 혁신적인 활성화 사업을 경축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시러큐스(Syracuse) 오케스트라 회원들을 기반으로한 Symphoria는 

8월 29일과 9월 1일 저녁 7시 30분에 개막하며 박람회 보통 입장권으로 무료 관람할 

수 있습니다. 9월 1일 콘서트 후에는 불꽃 축제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 공연들은 amphitheater 노천극장의 1주년 기념일 바로 전날에 열리며 센트럴 뉴욕 

전체에 찾아온 변화를 장식하는 완벽한 방식입니다.”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주 

박람회와 같은 지역 자산에 대한 목표 투자와 민간과 카운티 각 계층에 있는 우리의 

파트너의 강력한 협조를 통하여 센트럴 뉴욕 경제는 십년래 전례 없는 고도에 

다다랐으며 확실하게 축하할만한 일입니다.” 

 

콘서트는 Cuomo 주지사의 센트럴 뉴욕 경제 강화에 대한 약속을 강조합니다. 카운티의 

이 새 원형 극장은 첫 콘서트 시즌 전 기간부터 줄곧 대중들의 강력한 지원을 받았습니다. 

박람회 참가자들은 주지사의 박람회장 개발을 위한 5천만 달러 투자 계획하에 진행되는 

새로운 입구, 넓어진 통로, 처음 시도하는 캠핑용 주차장 및 앞으로의 성장을 위하여 

투자한 시설 확장 등을 경험해볼 수 있습니다. 

 

Onondaga 카운티의 Joanie Mahoney 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해의 박람회와 

센트럴 뉴욕으로 다시 찾아온 메이저 음악회 때문에 엄청난 흥분이 감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대한 주지사님의 확고한 노력으로 하여 우리가 함께 변화를 

이루어냈습니다. 이 콘서트들은 행사만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을 잠시 멈추고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와 있는지를 볼 수 있게 합니다.” 

 



8월 29일 월요일 공연에서 Symphoria는 “스타워즈(Star Wars)” 음악과 아카데미상, 

에미상 및 그래미상을 받은 작곡가 John Williams의 일부 음악을 포함하여 공상과학을 

위주로 한 대중적인 영화음악 프로그램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9월 1일 목요일 

공연에서는 국군의 날을 기념하여 “갓 블레스 아메리카(God Bless America)”, “1812년 

서곡(1812 Overture)”, “성조기여 영원하라(The Stars and Stripes Forever)” 등 영화의 

애국 음악을 위주로 한 공연과 군인들을 향한 경례 및 불꽃놀이를 보여드릴 것입니다. 

Symphoria 음악 감독 Lawrence Loh가 두 프로그램 모두 지휘합니다. 

 

Symphoria 관리 감독 Catherine Underhill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대뉴욕주 

박람회에 참가하여 이 amphitheater 노천극장의 멋진 무대에서 공연하게 되어 기쁩니다. 

이틀 동안 훌륭한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흥분되며 우리는 멋진 공연을 보여 드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박람회는 셔틀버스를 운행하여 콘서트 시작 전에 박람회장으로부터 사람들을 

Amphitheater 입구까지 데려오고 끝난 후 다시 박람회장으로 모셔 드립니다. 셔틀버스는 

오후 4시 30분 정도부터 운행하여 박람회장 2번 출구에서 출발합니다. 박람회 기간 중 

Amphitheater 노천극장에서 열리는 네 차례의 록과 컨츄리 음악 콘서트 중에도 같은 

셔틀버스를 운행합니다. 탑승요금은 무료입니다. 후원자들은 콘서트가 끝난 후 일반 

주차장 셔틀버스를 이용하여 본인 차량으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주 박람회 사전 입장권은 6달러이며 박람회의 공식 온라인 티켓 구매 사이트인 

etix.com과 주 내의 Tops and Price Chopper 매점인 모든 Wegmans 마트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8월 29일은 이틀간의 박람회 노인의 날(Senior Day) 첫날입니다. 이날 

노인분들은 무료입장입니다. 9월 1일은 할인 목요일(Three Dollar Thursday)이며 

입장료는 온라인과 입구에서 3달러입니다. 이날 입장권은 8월 31일 온라인으로만 

판매합니다. 

 

8월 29일 월요일은 박람회 노인의 날로 Chevy Court에서 오후 2시 Herman’s Hermits 

밴드의 Peter Noone공연과 Brian Wilson의 저녁 콘서트가 이날을 장식합니다. 60세 

이상의 노인분들은 무료입장입니다. 이날은 또한 다이어리 아이스크림의 날(Dairy 

Day)로서 큰 조각 치즈 연례 자선행사인 연예인들의 밀크셰이크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소젖 짜기 경연을 합니다. Wade Shows Midway 회사에서 이날 특별 판촉 행사를 

진행하여 단돈 10달러에 놀이기구 10회 탈 수 있는 팔찌를 제공합니다. 

 

9월 1일 수요일 국군의 날 하이라이트는 Horticulture 빌딩 밖의 전쟁 기념관에서 오전 

11시에 열리는 과거와 현재의 국군 장병들을 기리는 특별 기념식입니다. 오후 6시에 

진행되는 박람회의 퍼레이드에는 군인들도 참석합니다. 오후 1시에는 Regional Artists 

Variety 무대에서 10th Mountain Division Band의 공연을 합니다. 이날 현역 군인 혹은 군 

신분증을 소지한 퇴역 군인의 입장은 무료입니다. 

 

센트럴 뉴욕 부흥 사업 (Central NY Rising) 

오늘의 발표는 강력한 경제 성장과 지역사회 발전을 만들어 내는 지역의 종합 청사진인 



“Central NY Rising” 계획을 보완합니다. 뉴욕 주에서는 2012년부터 이미 글로벌 마켓 

기회의 자본화, 기업가 정신 및 포괄적인 경제에 대한 강화 계획의 기반을 다지기 위하여 

30억 달러에 가까운 투자를 하였습니다. 오늘날 실업률은 대공황 이전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에 이르렀으며 개인과 기업의 소득세가 낮아지고 기업들은 Syracuse, Oswego, 

Auburn 같은 지역들을 선택하여 성장과 투자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제 이 지역은 Cuomo 주지사가 2015년 12월에 발표한 뉴욕 주 북부지역 활성화 

계획(Upstate Revitalization Initiative)을 통해서 뉴욕 주에서 제공하는 5억 달러의 

투자금으로 Central NY Rising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주에서 제공된 5억 

달러의 투자금은 민간 사업체들이 25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도록 장려할 것이며, 발표된 

바에 의할 때, 이 지역은 5,900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제공됩니다. 

 

Symphoria 소개 

Symphoria는 시러큐스(Syracuse)와 센트럴 뉴욕에서 공연하고 있는 전문 오케스트라 

악단입니다. 이 악단은 미국에 두 개밖에 없는 협동 오케스트라의 하나로서 50명 가까이 

되는 이전 시러큐스 심포니 오케스트라(Syracuse Symphony Orchestra)의 회원들에 

의해 건립되었으며 미국에서 상위 50위에 드는 오케스트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Symphoria 악단은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감적인 오케스트라와 앙상블 공연 및 모든 

연령대의 어린이를 위한 혁신적인 교육 프로그램에 열정을 쏟아 부었습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및 인스타그램에서 SymphoriaCNY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감상은 

youtube.com/ExperienceSymphoria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Symphoria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나 입장권 구매는 ExperienceSymphoria.org를 방문하거나 315-299-

5598번(내선번호: 201) 에 전화하여 Symphoria 매표소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대뉴욕주 박람회 소개 

뉴욕주 농업시장부가 주관하는 뉴욕주 박람회는 2016년 8월 25일부터 9월 5일까지 

열립니다. 박람회 테마인 “Find Your GREAT!”에 반영된 박람회의 미션은 뉴욕 농업의 

최상품들을 소개하는 한편, 최고 품질의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375에이커의 뉴욕 주 박람회장은 현재 1890년에 처음 개장한 이래 가장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가 발표한 5,000만 달러 투자 계획은 여러 

방면으로 박람회장을 재생시키고 있으며, 박람회 방문객들이 고품질의 경험을 하게 

하고, 이 지역에 더욱 큰 경제적 혜택을 제공합니다. 개선 사항에는 그 아치가 1900년에 

박람회 방문객들을 마중했던 캐리지 게이트를 연상시키는 극적이고 새로운 메인 게이트, 

이전보다 더 많은 놀이 기구를 수용하고, 더욱 큰 15에이커의 Wade Shows Midway, 

그리고 지하수, 하수도 및 전기 서비스가 갖춰지고 315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Empire RV Park 신형 주차장이 포함됩니다. 이 계획은 국가 전역으로부터 더욱 많은 

행사와 방문객을 유치할 수 있고, 연중 내내 운영되는 우수한 복합 용도 시설로서 뉴욕 주 

박람회장의 지위를 높여줄 것입니다. 렌더링은 여기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연례 뉴욕 주 박람회 이외에 박람회장에서는 북동부의 가장 유명한 말과 가축 쇼를 

http://regionalcouncils.ny.gov/content/central-new-york
file://///otda-smb/otda_shared/ta/Translation%20Unit/Translations/NYS%20Governor's%20Office/Cuomo%20Administration/Translated%20PDF%20to%20be%20Sent/youtube.com/ExperienceSymphoria
http://www.agriculture.ny.gov/
http://nysfair.ny.gov/
https://www.flickr.com/photos/nysfair/sets/72157668784209846/


포함하여 일 년 내내 다양한 농업 행사를 개최합니다. 연중행사 일정은 박람회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에서 대뉴욕주 박람회를 찾아보시고, 

트위터에서 @NYSFair; 박람회 갤러리는 Flickr.com/photos/nysfair에서 확인하십시오. 

아울러, 뉴욕 주민들은 대뉴욕주 박람회에 대한 자신의 아이디어를 

statefairideas@agriculture.ny.gov로 보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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