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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JONES BEACH 주립공원에주립공원에주립공원에주립공원에 “할러데이할러데이할러데이할러데이 라이트라이트라이트라이트 스펙타큘라스펙타큘라스펙타큘라스펙타큘라”가가가가 돌아옴을돌아옴을돌아옴을돌아옴을 

발표발표발표발표 
 

긴긴긴긴 부재부재부재부재 후에후에후에후에 명절명절명절명절 전통이전통이전통이전통이 Jones Beach에서에서에서에서 2년년년년 연속연속연속연속 지속지속지속지속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NYCB Family of Banks가 전시하는 드라이브스루 

할러데이 라이트 스펙타큘라가 11월에 Jones Beach 서쪽끝에 돌아와서 7년 부재 후 

작년에 이 공원에 소생된 Long Island 명절 전통을 지속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Live 

Nation과 제휴한 할러데이 라이트 스펙타큘라는 2.5마일 드라이브로서 방문객들에게 

컬러풀하고 경이로운 명절 경험을 창조할 150여 애니메이션 및 싱크로나이즈드 전등 

전시를 볼 기회를 제공합니다. 
 

“작년에 할러데이 라이트 스펙타큘라의 귀환으로 Long Island의 훌륭한 명절 전통이 

다시 시작되었는데, 다시 한번 그것을 지속하여 본인은 자랑습니다”라고 Cuomo 지사는지사는지사는지사는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본인은 뉴욕주민과 방문객들이 오셔서 명절의 최고를 포괄하는 이 

스펙타클한 전시를 보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할러데이 라이트 스펙타큘라는 공원 전역에 새로운 테마별 전시 구간과 명절촌 

확장 및 아이스 스케이트 링크를 포함할 것입니다. 명절촌은 산타 그림, 명절 다과, 명절 

음악, 지역 학교 합창 공연 및 명절촌의 빛나는 전등속 신비로운 여정을 제공할 헤이 

메이즈를 다시 선보일 것입니다. 12일간의 크리스마스 및 산타의 비치 파티 같은 팬 인기 

디스플레이도 돌아올 것입니다. 
 

“Jones Beach 같은 보석이 이 스펙타클한 전등쇼로 명절에 빛나는 것을 보는 것은 진정 

놀랍습니다”라고 주립공원주립공원주립공원주립공원 커미셔너커미셔너커미셔너커미셔너 Rose Harvey가가가가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우리는 Cuomo 지사 

및 Live Nation과의 제휴로 Jones Beach 주립공원이 이 Long Island 명절 전통을 지속할 

수 있어서 감사하며, 온가족을 위한 재미를 제공하는 또 한 해를 기대합니다.”  
 

“Live Nation은 Jones Beach에서 명절을 밝히는 데 다시 속하여 흥분됩니다”라고 Live 

Nation North Atlantic 총재총재총재총재 Alan Ostfield가가가가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할러데이 라이트 

스펙타큘라는 우리가 Long Island 커뮤니티와 협력하여 온가족을 위한 명절 환호의 진정 



 

Korean 

기억할 만한 밤을 창조하는 놀라운 방식입니다.”  
 

할러데이 라이트 스펙타큘라는 11월 20일 금요일에 일반인들에게 공개될 것입니다. 

방문객들은 매일 황혼부터 월~목요일에는 오후10:00까지 그리고 금~일요일에는 오후 

11:00까지 디스플레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 쇼는 1월 3일 일요일에 종결됩니다. 
 

할러데이 라이트 스펙타큘라의 입장료는 주중에는 차량당 20달러이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25달러입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화요일엔 2번”을 통해 방문객들에게 무료로 

두 번째의 연말 조명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기타 모든 밤의 경우, 같은 

밤 전등속 두 번째 통과를 위한 재입장 요금은 절반 가격입니다. 수요일 밤은 “애완동물의 

밤”으로 지정되어 애완동물을 데려오는 가족은 무료 산타 사진을 찍을 것입니다. 평일에 

캔 식품을 가져오는 방문객은 문에서 입장료를 3달러 할인 받을 것입니다. 캔 식품은 

Long Island 및 뉴욕시의 푸드뱅크에 기증될 것입니다. 
 

상세 정보를 원하시면 http://www.seetheholidaylights.com/을 방문하십시오  
 

주지사의 NY Parks 2020 프로그램은 2011년부터 2020까지 주립공원에 대한 민간 및 

공공 자금 9억 달러를 활용하는 다년간의 약속입니다. 2014년에 Cuomo 지사는 

레크레이션 기회를 확대하고, 역사적 및 미적 장엄함을 복원하며, 폭풍 탄력성을 

강화하고, 공원 입구를 유선화하기 위한 6500만 달러 예산의 Jones Beach 재활성화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그 모두는 경제 개발을 향상하고 공원 방문을 증대시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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