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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존스 비치 주립공원에서 베스페이지 에어 쇼의 재개 발표  

  

1년 동안 중단 된 이후 인기 있는 메모리얼 데이 주말 전통이 다시 재개  

  

관중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새로운 티켓 구매 및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실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1년 동안 중단되었던 존스 비치 주립공원(Jones 

Beach State Park)에서 베스페이지에어 쇼(Bethpage Air Show)가 메모리얼 

데이(Memorial Day) 주말에 재개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베스페이지 연방 신용 

연합(Bethpage Federal Credit Union)이 후원하는 이번 야외 행사에서 다양한 군 및 민간 

항공 공연을 선보입니다. 올해의 쇼를 관람하기 위해서는 티켓을 구매해야 하며, 

롱아일랜드의 해변 행사를 안전하게 재개할 수 있도록 수용 인원을 줄이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성과를 계속 이루며 

신중하게 재개를 진행하는 가운데, 매년 존스 비치 주립공원에서 진행된 베스페이지 

에어 쇼를 포함한 여름의 야회 행사를 더욱 많이 즐기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전 

대책을 실시했기 때문에, 뉴욕 주민 및 방문객들은 존스 비치 및 롱아일랜드 

주립공원(Long Island State Parks) 이 제공하는 모든 것을 즐길 수 있으며, 이 연례 

축제는 야외 활동을 하며 롱아일랜드 지역 경제를 지원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롱아일랜드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이벤트 중 하나인 존스 비치의 베스페이지 에어 쇼는 

작년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취소되었습니다. 올해 재개되면서, 롱아일랜드의 

해변에서 여름의 시작을 기념하는 기념일 주말 전통을 다시 즐길 수 있으며, 군인 가족과 

우리나라를 위해 봉사한 사람들을 기릴 수 있습니다.  

 

올해의 행사에는 미국 공군 선더버즈(United States Air Force Thunderbirds), 미국 공군 

에어포스 A-10 선더볼트(United States Air Force A-10 Thunderbolt(워쏘그(Warthog))), 

미군 골든 나이트(United States Army Golden Knights) 미 육군 낙하산 팀, 미군 해안 

경비대 수색구조팀(United States Coast Guard Search and Rescue team)을 비롯한 

기타 세계적 수준의 민간 공연자들이 참여합니다. 베스페이지 에어 쇼는 2021년 5월 

28일 금요일(리허설), 5월 29일 토요일, 5월 30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열립니다.  



 

 

  

관람객은 공연 기간 동안 존스 비치에 주차할 수 있는 티켓을 미리 구입해야 합니다. 티켓 

구입 관련 추가 정보는 추후 발표할 예정입니다. 주차 가능 차량 수는 50% 줄어들 

것이며, 티켓을 가진 사람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주립공원에는 안면 가리개 의무 착용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 모든 보건 및 안전 조치를 실시하기 위해 추가 직원을 배치할 

것입니다. 주립공원 경찰(State Park Police)은 뉴욕주 경찰(New York State Police)의 

지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존스 비치 코로나19 검사소 또는 접종소에 예약을 한 사람에게 

해당 내용은 적용되지 않으며, 전용 차선을 통해 입장할 수 있습니다.  

  

Erik Kulleseid 주립공원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스 비치의 베스페이지 에어 

쇼보다 여름 해변 시즌을 시작하는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Cuomo 주지사의 리더십과 

지원 덕분에 주립공원은 에어 쇼를 재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많은 가족과 

친구들을 하나로 모으는 이 전통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모든 스폰서, 파트너, 

공연자 및 직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베스페이지 연방 신용 조합의 Wayne Grosse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2021 년에 존스 비치에서 베스 페이지 에어 쇼를 다시 시작한다는 사실이 매우 기쁩니다! 

매우 힘들었던 한 해가 지난 후, 베스페이지에서 주 경찰과 협력하여 다양한 연령대의 

에어 쇼 팬을 초대하여 해변에서 아름다운 날씨를 즐기고 메모리얼 데이 주말에 

우리나라 군인들의 봉사를 기릴 수 있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올해의 쇼는 

수용 인원 제한으로 인해 예년과 조금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뉴욕 

주민들이 기대했던 흥미진진한 에어 쇼를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뉴욕주 공원, 여가 및 역사보존 사무국(New York State Office of Parks, Recreation and Historic 

Preservation)은 매년 7,800만 명의 사람들이 방문하는 250곳이 넘는 공원, 유적지, 레크리에이션 

트레일, 골프 코스, 보트 진수장 등을 감독합니다. 이 레크리에이션 장소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www.parks.ny.gov 방문, 무료로 뉴욕 주립공원 익스플로어(NY State Parks 

Explorer)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 또는 전화번호 518-474-0456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페이스북(Facebook), 인스타그램(Instagram), 트위터(Twitter)에서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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