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ＯＣ파크스는 2022 서머 콘서트 시리즈와 선셋 시네마 영화 

시리즈를 시연합니다 
OC파크스, 서머타임 옥외 축하행사를 10건의 무료 콘서트 + 12 건의 무료 영화상영과 

함께 6월 17일 ~ 9월 2일 개최 
 
 

여름 기간 공연 예술인 가운데는 오자마티, 도노반 프랑켄라이터, 빅 배드 부두 대디, 더 뉴 
리스펙츠가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캘리포니아) - 오렌지 카운티와 ＯＣ파크스는 기쁜 마음으로 올해 
ＯＣ파크스 서머 콘서트 시리즈와 선셋 시네마 영화 시리즈를 시연하게 되었습니다. 
지역 공원에서 가족 친화적인 분위기 속에서 무료로 진행되는 라이브 음악과 영화 
상영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모든 행사에서 무료 주차와 식음료 구매가 가능합니다. 

 
OC파크스 서머 콘서트 시리즈가 6월 23일 ~ 8월 23일, 화요일마다 오후 5시 ~ 8시에 
열리는 화요일 저녁의 저녁 콘서트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크레이그 리저널 파크, 메이슨 
리저널 파크, 어빈 리저널 파크, 마일스퀘어 파크, 그리고 솔트 크리크 비치 소재 블러프 
파크의 여름 하늘 아래에서 열리는 라이브 음악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콘서트 시리즈는 6월 23일에 퓰러턴 소재 크레이그 리저널 파크에서 아조마틀리의 
공연으로 시작되며, 이어서 유명한 순회 공연자들인 도노반 프랑켄라이터, 요티 바이 
네이처, DSB, 아쿠아배츠, 업타운 펑크, 빅 배드 부두 대디, 스위트 앤 텐더 홀리건스, 
티주아나 독스의 공연으로 이어집니다. 
롤링 스톤에서 "당신이 알아야 할 10인의 뉴 아티스트"의 하나로 다룬 바 있는 뉴 
리스펙츠는 솔트 크리크 비치 소재 블러프 파크 공연과 함께 2022 ＯＣ파크스 서머 
콘서트 시리즈에 등장합니다. 

http://christine@theaceagency.com/
http://christine@theaceagency.com/


 

ＯＣ파크스 선셋 시네마 영화 시리즈는 당신의 사랑하는 지역 공원에 대형 스크린을 
선사하게 될 것입니다. 6월 17일 ~ 9월 2일 금요일의 해질녘 저녁에 크레이그 리저널 
파크, 카본 캐년 파크, 요바 리저널 파크, 어빈 리저널 파크, 라구나 니구엘 리저널 파크, 
그리고 솔트 크릭 비치 소재 블러프 파크에서 12회의 무료 영화 상영회가 열릴 것입니다. 
모든 연령대 손님들이 최근의 인기 고전영화를 볼 수 있으며, 상영 전 쇼는 오후 6시에 
시작되며, 본 영화는 일몰 후 오후 8시경에 상영됩니다. 

 
금요일 밤의 영화는 6월 17일부터, 주만지 등 상영: 정글(2017), 프린세스 브라이드 (1987), 
엔칸토: 마법의 세계 (2021), 미이라 (1999), 온워드 (2020), 퀸카로 살아남는 법 (2004), 
정글 크루즈 (2021), 스쿨 오브 락 (2003), 라야와 마지막 드래곤 (2021), 백투더퓨처 (1985), 
루카 (2021) 캐러비안의 해적: 블랙펄의 저주 (2003). 

 
“오렌지 카운티와 ＯＣ파크스는 금년에 다시 한번 커뮤니티에 특별한 연예 프로그램을 
선사하게 되어 흥분됩니다"라고 말하며,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이사회의 도우 체이프 
의장은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무료 콘서트나 영화를 친구와 가족들과 함께 즐기는 
것은 모든 연령대의 방문객들이 카운티 전역에 있는 저희 공원들을 경험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될 것입니다." 

 
ＯＣ파크스의 서머 콘서트 시리즈와 ＯＣ파크스 시네마 영화 시리즈는 모든 연령대의 
대중에게 개방되며, 무료로 참석 가능하고 주차도 무료입니다. 각 장소에서는 푸드트럭을 
운영할 것이며, 21세 이상인 사람들은 맥주와 와인 가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이 모여서 이번 여름에 ＯＣ파크스들에서 펼쳐지는 무료 콘서트와 영화 상영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ＯＣ파크스 서머 콘서트 시리즈 
목요일 밤, 오후 5시 (행사는 오후 5시에 시작되며 음악은 오후 6시 시작입니다) 

 
날짜: 6월 23일 
콘서트: 아즈마틀리 @ 크레이그 리저널 파크 

 
날짜: 6월 30일 
콘서트: 도너번 프랑켄라이터 @ 크레이그 리저널 파크 

 
날짜: 7월 7일 
콘서트: 요티 바이 네이처 @ 메이슨 리저널 파크 

 
날짜: 7월 14일 
콘서트: DSB @ 메이슨 리저널 파크 

 
날짜: 7월 21일 
콘서트: 디 아쿠아베츠 @ 어빈 리저널 파크 

 
날짜: 7월 28일 
콘서트: 업타운 펑크 @ 어빈 리저널 파크 

 
날짜: 8월 4일 
콘서트: 빅 배드 부두 대디 @ 마일 스퀘어 리저널 파크 

 
날짜: 8월 11일 
콘서트: 스위트 앤 텐더 훌리건스 @ 마일 스퀘어 리저널 파크 

 
날짜: 8월 18일 
콘서트: 티주아나 독스 @ 솔트 크리크 비치의 블러프 파크 



날짜: 8월 25일 
콘서트: 더 뉴 리스펙츠 @ 솔트 크리크 비치의 블러프 파크 

 
ＯＣ파크스 선셋 시네마 
금요일 밤, 오후 6시 (행사는 오후 6시에 시작되며 영화는 일몰 시간에 시작됩니다) 
* 모든 영화는 영어로 상영됩니다.* 

 

날짜: 6월 17일 
영화: 주만지: 웰컴 투 더 정글 (2017) @ 크레이그 리저널 파크 

 
날짜: 6월 24일 
영화: 프린세스 브라이드 (1987) @ 크레이그 리저널 파크 

 
날짜: 7월 1일 
영화: 엔칸토 (2021) @ 카본 캐년 리저널 파크 

 
날짜: 7월 8일 
영화: 미이라 (1999) @ 카본 캐년 리저널 파크 

 
날짜: 7월 15일 
영화: 온워드 (2020) @ 요바 리저널  파크 

 
날짜: 7월 22일 
영화: 퀸카로 살아남는 법 (2004) @ 요바 리저널  파크 

 
날짜: 7월 29일 
영화: 정글 크루저 (2021) @ 어빈 리저널 파크 

 
날짜: 8월 5일 
영화: 스쿨 오브 락 (2003) @ 어빈 리저널 파크 

 
날짜: 8월 12일 
영화: 라야와 마지막 드래곤 (2021) @ 라구나 니구엘 리저널 파크 

 
날짜: 8월 19일 
영화: 백투더퓨처 (1985) @ 라구나 니구엘 리저널  파크 

 
날짜: 8월 26일 
영화: 루카 (2021) @ 솔트 크리크 비치의 블러프 파크 

 
날짜: 9월 2일 
영화: 캐러비안의 해적: 블랙펄의 저주 (2003) @ 솔트 크리크 비치의 블러프 파크 

 
 

### 

ＯＣ파크스 

ＯＣ파크스는 OC 카운티 이내 OC 커뮤니티 자원의 일부분인 거의 60,000 에이커에 
이르는 공원, 역사유적, 해변 시설, 열린 공간을 관리합니다. http://www.ocparks.com 

http://www.ocpark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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