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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뉴욕 주립 공원에서 즐거운 휴일을 보내도록 강조

뉴욕주 전 지역에 수십 개의 연말연시를 주제로 한 행사들
존스 비치 매직 오브 라이트 쇼, 롱아일랜드에서 개막하는 계절 행사
라이트 쇼에 대한 사진은여기에서 확인 가능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11월 19일 금요일 롱아일랜드에서 개막하는 연례 '존스
비치 매직 오브 라이트' 쇼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미국 전역의 주립 공원과 유적지에서
열리는 수십 개의 계절 행사와 프로그램에서 뉴욕 시민들을 초대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스 비치는 친구들과 가족들이 모여 화려한
연례 불빛 쇼를 즐기거나, 장식된 역사적인 장소를 탐험하고 뉴욕의 자연미를 즐기는
의미 있는 휴일 전통입니다. 우리의 공원에는 모든 연령대의 모든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것이 있으며, 주가 일상으로 돌아가는 길을 계속 가고 있는 가운데, 매직 오브 라이트
쇼는 휴가 시즌을 시작하기 위한 완벽한 방법입니다."
11월 19일 금요일에 시작하여 2022년 1월 2일까지 존스 비치 스테이트 파크에서 열리는
빛의 마술쇼입니다. 드라이브 스루 쇼는 200피트 길이의 불빛 터널, 40개의 다양한
불빛의 휴일 장면, LED 장식 휴일 트리 등 최신 LED 기술을 사용하여 2.5마일의 공원
도로를 따라 펼쳐집니다. 시간은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해질녘에서 오후 10시까지이며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해질녘부터 오후 11시까지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입장권 수익금은 자선 활동을
지원하며, 작년 이 행사는 부패하지 않는 음식, 장난감, 책, 코트 등을 모으는 것 외에도
지역 단체들을 위해 15만 달러 이상을 모금했습니다.
주립공원 커미셔너 Erik Kulleseid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립 공원과 역사 유적지에
계절이 바뀌는 광경을 보러 오세요. 휴일을 테마로 한 행사가 많이 예정되어 있고 앞으로
더 많은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친구, 가족과 함께 새로운 전통을 시작해 보세요."
휴일을 테마로 한 다른 행사들의 하이라이트에는 허드슨 밸리의 장식된 스타츠버그
주립 유적지에서 열리는 Golded Age 크리스마스 축하 행사, Woodlawn Beach State

Park의 희귀 사구 환경을 통과하는 블랙 프라이데이 하이킹, 브루클린의 Shirley
Chomlyn 주립공원에서 추수감사절 후 열리는 "Turkey Troot", 허드슨 주립 역사 공원
산책로의 Santa Claus, 웨스턴 뉴욕의 레치워스 주립 공원에서 47번째 매년 개최되는
Christmas Bird Count 등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는 쇼핑 센터 대신 실외로 나가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몇몇 다른
공원들도 추수감사절 다음날 블랙 프라이데이 하이킹 이벤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는 단순히 혼자서 하이킹을 하려면서, 주립공원웹사이트를 방문하여 가까운 산책로를
찾아보십시오.
휴일 행사의 전체 목록을 보려면, 여기에 제공되어 있는 NYS Parks 캘린더를
방문하십시오. 이벤트가 추가되면 목록이 업데이트됩니다. 일부 행사는 사전 등록이나
입장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 공원, 여가 및 역사 보존 사무국은 2020년에 7,800만 명의 방문객을 수용한
250개가 넘는 개인 공원, 유적지, 레크리에이션 트레일, 보트 진수장 등을 감독합니다.
최근의 한 대학 연구에 따르면, 주립 공원 및 방문객들은 생산 및 판매액으로 50억 달러,
민간 부문 일자리 54,000개, 28억 달러 이상의 추가적인 뉴욕주 총생산(GDP)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여가 장소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www.parks.ny.gov를
방문하거나 무료로 뉴욕 주립공원 탐색(NY State Parks Explorer)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하거나 518.474.0456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또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에서 공원, 여가 및 역사 보존 사무국(Office of Parks, Recreation and Historic
Preservation)을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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