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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3년 5월 24일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SANDY로부터로부터로부터로부터 회복되고회복되고회복되고회복되고 있는있는있는있는 LONG ISLAND 지역의지역의지역의지역의 관광을관광을관광을관광을 진흥하기진흥하기진흥하기진흥하기 위한위한위한위한 캠페인캠페인캠페인캠페인 

발표발표발표발표 

 

MTA Long Island Rail Road, Long Beach 시시시시 및및및및 지역지역지역지역 업소들과의업소들과의업소들과의업소들과의 홍보홍보홍보홍보 캠페인이캠페인이캠페인이캠페인이 관광과관광과관광과관광과 현행현행현행현행 Sandy 

복구를복구를복구를복구를 촉진할촉진할촉진할촉진할 것입니것입니것입니것입니다다다다 

 

LIRR 롱비치롱비치롱비치롱비치 패키지는패키지는패키지는패키지는 열차열차열차열차 요금과요금과요금과요금과 해수욕장해수욕장해수욕장해수욕장 입장권의입장권의입장권의입장권의 26% 할인과할인과할인과할인과 지역지역지역지역 상점상점상점상점 할인을할인을할인을할인을 제공합니다제공합니다제공합니다제공합니다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수퍼폭풍 Sandy의 영향을 입은 Long Island의 업소 및 커뮤니티를 

위한 관광 진흥 캠페인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지사는 이 지역의 여름 관광 시즌을 끌어올리기 위한 

홍보 캠페인에서 MTA Long Island Rail Road 및 Long Beach 시와 지역 업소들과의 제휴를 

조직하였습니다. 이 발표는 주의 중요한 관광 자산을 진흥하고 활용할 방법을 파악하기 위해 

주지사가 업계 리더 및 업소 소유자들과 뉴욕주 사상 최초의 투어리즘 서밋을 개최한 후 단 몇 

주만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수퍼폭풍 Sandy로 우리가 직면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Long Island의 여름 목적지들은 

돌아왔고 그 어느 때보다 더 좋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기 원합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관광이라면 비길 데 없는 자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Sandy로부터 회복하고 있는 Long Island 지역들을 돕기 위해 그러한 자산을 충분히 활용하기 

원합니다. 이 LIRR Long Beach 패키지는 Long Island를 위한 큰 기회이고 뉴욕 관광객을 위해 큰 

매력입니다.” 

 

LIRR Long Beach 패키지는 이제 수 많은 상점 할인 뿐만 아니라 도시의 웨스트엔드를 오가는 Long 

Beach의 셔틀버스 및 전차의 무료 탑승 능력도 포함할 것입니다. 이 패키지는 열차 요금과 

해수욕장 입장 요금도 26% 할인해 줍니다. 2012년에는 58,000여 Long Beach 패키지가 판매되어 시 

수익금이 50여만 달러에 달하였습니다.  

 

LIRR 사장 Helena E. Williams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Long Beach는 Long Island Rail Road의 가장 

인기 있는 해변 목적지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 해변 시즌이 Sandy 회복 과정의 부분으로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Long Beach 시와 제휴하여 LIRR 고객들에게 상점 할인 및 L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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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ch 지역의 버스/전차 셔틀 운행을 포함한 특별 가치를 제공하게 되어 기쁩니다.” 

 

Nassau 카운티 집행관 Ed Mangano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Cuomo 지사님의 지원으로 우리 

여름 목적지들은 허리케인 Sandy의 피해 후에 다시 영업을 재개하였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이 

Nassau 카운티로 내려 오셔서 우리의 해변, 풀장, 골프장 및 다운타운 빌리지들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Long Beach 시 의회 의장 Scott J. Mandel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이번 

여름에 해변에서, 우리의 식당과 가게에서 그리고 우리의 콘서트와 축제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Long Beach는 비즈니스를 위해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진실로 엄청난 여름 

시즌을 가질 것입니다.” 

 

Long Beach 시는 작년 10월에 수퍼폭풍 Sandy가 닥쳤을 때 공공 및 민간 재산이 심한 피해를 

당하였습니다. 많은 모래가 해변에서 날아갔고 시의 유명한 판자길이 파괴되었는데 현재 재건 

중에 있습니다. 33,000명이 사는 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의 집이 파손 또는 파괴되었습니다. 폭풍은 

또한 수 백대의 자동차를 망쳤고 음용수를 며칠 동안 오염시켰습니다.  

 

Long Island 철도는 Long Beach 지역에서 Sandy 피해가 가장 심하여 변전소들이 기능을 못했기 

때문에 Lynbrook 남쪽의 전기가 거의 2주 동안 끊겼습니다. Long Beach 지선 운행은 시간별 디젤 

운행은 2012년 11월 14일에 그리고 통근자를 뉴욕시 직장에 완전히 연결하는 전기 서비스는 

2012년 11월 26일에 복원되어 재기가 진행 중이라는 명확한 신호를 보내었습니다. 지난 달에 Long 

Beach는 2마일 길이의 보드워크 재건 시작을 정식으로 알렸습니다.  

 

시는 새 보드워크에 최대 4400만 달러를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구간들은 여름에 일반에 

개방될 것입니다. 공사가 11월까지 완전히 완료되지는 않을 것이지만 해변과 바다 접근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LIRR과 시는 Manhattan과 Brooklyn에서 오는 LIRR 고객들이 왕복 티켓, 해변 입장권, 

섬 전체 셔틀 버스 또는 전차 서비스 및 상점 할인을 22 달러에 구입하여 26%를 절약할 수 있도록 

하는 패키지를 만들었습니다. Jamaica 역에서 오는 고객들의 경우 패키지 가격은 겨우 18.75 

달러입니다. 

 

지금까지 20여명의 상인들이 Long Beach 패키지 보유자들에게 할인을 제공하기 위해 

가입하였습니다: 

C & C Deli Corp. $25 이상 10% 할인; 25$ 미만 5% 할인 

Long Beach Plaza Liquor 포도주 구입시 20% 할인; 증류주 구입시 1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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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tti Frutti 요구르트 구입시 10% 할인 

Lido Kosher Deli 10% 할인 (다른 오퍼에는 무효) 

Villaggio Ristorante 일체의 체크, 다인인 또는 테이크아웃 10% 할인 

West End Pizza 15% 할인 

Life’s A Bagel 구매시 16oz. Polan Spring 물병 무료 

Newtown 중국식당들 최소 $15에서 10% 할인, 쿠폰 제시해야 함, 런치 스페셜 

불포함 

Sutton Place American Bar 

& Grill 

체크시 10% 할인, 또한 디너 스페셜과 함께 매일 드링크 

스페셜 

Red Mango Long Beach 전 메뉴 품목 $1.00 할인 

Citibank 무료 선물이 든 환영 가방 

Gentle Brew Coffee 

Roasters 

메뉴상 드링크 10% 할인 

Beach Liquors 포도주 판매시 20% 할인; 증류주 판매시 10% 할인 

Abe’s Pitaria 구입시 10% 할인 

Ooh La La 쿠폰을 가진 방문자의 매장내 구입 10% 할인 

Skudin Surf 10% 할인 

Laurel Luncheonette 언제든 전체 체크 10% 할인, 식음료만, 다른 오퍼와 

통합될 수 없음 

Max Bialystok & Company 주문시 10% 할인, 공휴일 제외 

Rose & Eye 전체 구입 15% 할인 

Billy’s Beach Café $30 이상 구입시 $1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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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go 해피 아워 4-7pm, 하나 구입하면 무료 칵테일 한 잔, 

애피타이저 반 값 

King’s Pharmacy West 10% 할인 

Long Beach Craft and Value 해변 의자 및 양산 구입시 무료 연 

 

LIRR Long Beach 패키지에 가입하기 원하는 업소는 Long Beach 시에 문의해야 합니다. 

 

LIRR Long Beach 패키지는 열려있는 티켓 창구에서 또는 LIRR 티켓 자동판매기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상세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http://www.mta.info/lirr/getaways/beach/LongBeach.htm.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