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년 7월 10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올 여름 주립공원에서 약 3,000 명의 어린이들에게 무료 수영 배우기 

프로그램(LEARN-TO-SWIM PROGRAMS)을 제공한다고 발표 

 

프로그램 등록은 누구나 할 수 있으며 등록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 가능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 전 지역의 주립공원에서 올 여름 약 3000 명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무료 수영 배우기 프로그램(Learn-to-Swim 

program)을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수영 배우기 프로그램(Learn-to-Swim 

program)은 현재 5년째 다음과 같은 협력 기관들을 통해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뉴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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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servation), 뉴욕주 보건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Health), 미국 

적십자사(American Red Cross), 전국 수영장 재단 (National Swimming Pool 

Foundation, NSPF), 마스터 풀스 길드 (Master Pools Guild), 동북부 스파 및 수영장 협회 

재단(Northeast Spa and Pool Association Foundation, NESPA).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의 공원 시스템은 그 어디에도 뒤지지 않으며 

뉴욕주 전 지역의 호수, 바닷가 해변, 수영장 등에서 최고의 수영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영 배우기 프로그램(Learn-to-Swim program)은 물에 익숙해지고 햇살을 

받으면서 안전하고 책임있게 즐기도록 아이들을 훈련하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올 여름에 

수영을 배울 자격이 되는 아이들과 함께 뉴욕 주민들이 무료 수영 강좌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시즌에는 수영 강좌에서 뉴욕주 전 지역 27 개 장소에서 실시하는 수상 안전 

발표회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대와 수영 수준을 대상으로 수백 개의 개별 수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행사들은 여름 캠프, 지자체, 기타 협력 기관들이 준비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주립공원 시설에서 이미 제공되고 있는 지침에 따라 진행될 

것입니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영 학습 프로그램 등록은 모든 참여 뉴욕주립공원에서 

가능합니다. 공간이 제한되어 빨리 찰 것으로 예상되므로 참가자 부모는 미리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각 수영 프로그램은 40 ~ 45분간 진행되며 이러한 레슨에 

https://parks.ny.gov/events/event-results.aspx?ft=60&lct=0


등록하는 참가자는 프로그램을 마칠 때 적십자사 수영 학습 성취 소책자와 배낭, 티셔츠 

및 물병이 든 주립공원 수영 학습 키트를 받을 것입니다. 

 

프로그램은 무료이며 사전 등록이 요구됩니다. 일정 및 등록 방법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을 얻기 위해 Learn-to-Swim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참여하는 공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웨스턴 뉴욕  

• 앨러게니 주립공원(Allegany State Park) - 퀘이커 지역(Quaker Area)  

• 레이크 셔터쿼(Lake Chautauqua)의 롱 포인트 주립공원(Long Point State Park) 

 

핑거 레이크스  

• 햄린 비치 주립공원(Hamlin Beach State Park) 

 

서던 티어  

• 셔냉고 밸리 주립공원(Chenango Valley State Park)  

• 오퀘이가 크리크 주립공원(Oquaga Creek State Park)  

• 터재넉 폴스 주립공원(Taughannock Falls State Park) 

 

센트럴 뉴욕  

• 카유가 레이크 주립공원(Cayuga Lake State Park) 

 

모호크 밸리  

• 델타 레이크 주립공원(Delta Lake State Park)  

• 길버트 레이크 주립공원(Gilbert Lake State Park)  

• 길머글래스 주립공원(Glimmerglass State Park)  

• 마인 킬 주립공원(Mine Kill State Park)  

• 베로나 비치 주립공원(Verona Beach State Park) 

 

노스 컨트리  

https://parks.ny.gov/events/event-results.aspx?ft=60&lct=0


• 히글리 플로우 주립공원(Higley Flow State Park)  

• 키웨이딘 주립공원(Keewaydin State Park)  

• 샌디 아일랜드 비치 주립공원(Sandy Island Beach State Park) 

 

주도 지역  

• 그래프턴 레이크스 주립공원(Grafton Lakes State Park)  

• 모로 레이크 주립공원(Moreau Lake State Park) (등록 마감)  

• 사라토가 스파 주립공원(Saratoga Spa State Park) (등록 마감)  

• 타코닉 주립공원(Taconic State Park) - 코페이크 폴스 지역(Copake Falls Area) 

 

미드 허드슨 밸리  

• 레이크 타그카닉 주립공원(Lake Taghkanic State Park)  

• 레이크 티오라티 주립공원(Lake Tiorati Beach) - 해리맨 주립공원(Harriman State 

Park) 

 

뉴욕시  

• 리버뱅크 주립공원(Riverbank State Park)  

• 로베르토 클레멘테 주립공원(Roberto Clemente State Park) 

 

롱아일랜드  

• 헥셔 주립공원(Heckscher State Park)  

• 존스 비치 주립공원(Jones Beach State Park)  

• 몬턱 다운스 주립공원(Montauk Downs State Park)  

• 와일드우드 주립공원(Wildwood State Park) 

 

2013년 이 프로그램이 출범한 이후, 주립공원은 지난 3년간 매년 무료 수영 배우기 

프로그램(Learn-to-Swim programs)을 제공하는 참여 지역의 수를 늘려 왔습니다. 뉴욕주 

보건부(State Department of Health)는 2017년까지 더 많은 지역이 추가로 참여하도록 

확실히 돕기 위해 2015년에 8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전국 수영장 재단 (National 

Swimming Pool Foundation, NSPF) 및 동북부 스파 및 수영장 협회 재단(Northeast Spa 

and Pool Association Foundation, NESPA)은 주립공원이 무료 수영 강좌의 직원 및 

프로그램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15,000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미국 



적십자사(American Red Cross)는 주립공원 인명구조원들이 수상 안전 강사(Water 

Safety Instructor, WSI)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무료 수업을 진행합니다. 이 지원으로 

약 48명이 추가로 수상 안전 강사(Water Safety Instructor)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수상 안전 강사(WSI) 자격증을 보유한 인명구조 요원들에게도 보다 

많은 수영 강좌 기회를 제공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이 수영 배우기 프로그램(Learn-to-Swim program)은 보다 많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주립공원의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주지사 공약의 실천입니다. 주지사는 2015년에 4 학년 

학생들과 그 가족에게 무료로 공원 시설을 하루 종일 이용할 수 있는 공원 입장권을 

제공하는 청소년과 공원의 연계(Connect Kids to Parks)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학교의 학생들이 2017-2018 학년 동안 약 3만 명 

가량을 주립공원과 사적지를 방문할 수 있도록 50만 달러 규모의 새로운 교통 보조금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이 보조금 프로그램의 기금 규모는 100만 달러로 두 배가 될 

것입니다. 

 

브롱크스 소재 로베르토 클레멘테 주립공원(Roberto Clemente State Park)의 수영 

배우기 프로그램(Learn-to-Swim) 행사에서 어린이와 그 가족들을 맞이한 주립공원(State 

Parks)의 Rose Harvey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올해 협력 기관들의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뉴욕 전 지역에서 무료 수영 강좌를 계속 제공할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기쁩니다. 저희는 올 여름에 최대 3000 명의 어린이를 가르칠 것으로 예상되는 25 

개의 무료 수영 배우기 프로그램(Learn-to-Swim program)을 제공하게 되어 매우 

자부심을 느낍니다.” 

 

뉴욕주 보건부(New York State Health)의 커미셔너인 Howard Zucker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의 대단히 훌륭한 주립공원의 한 곳에서 수영을 하는 것은 많은 뉴욕 

주민들을 위한 여름철 의식일 뿐만 아니라 운동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는 훌륭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무료 수영 강좌를 통해 뉴욕주의 수영 배우기 프로그램(Learn to 

Swim program)은 평생 활용할 수 있는 신체 활동으로 수영을 안전하게 즐기는 데 필요한 

기술과 테크닉을 어린이와 그 가족에게 가르쳐 드립니다.” 

 

그레이터 뉴욕 미국 적십자사(American Red Cross)의 Josh Lockwood 지역권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914년 이후, 미국 적십자사(American Red Cross)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안전 교육을 제공한다는 저희 공약의 일환으로 수영하는 법과 

물가에서 현명하게 대처하는 법을 가르쳐 왔습니다. 뉴욕주립공원(New York State 

Parks)과의 협력관계를 통해 수영을 즐기면서 가족을 안전하게 지키고 훌륭한 

레크리에이션 스포츠를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모든 가족 구성원이 수영하는 

법을 배우고 안전구조 요원이 머무는 곳 가까이에서 수영하는 것을 포함한 몇 가지 

간단한 규칙을 따르도록 하여 물 속에 있는 동안 모두가 안전하게 지내도록 독려합니다.”  

 

수영 배우기 캠페인(Step Into Swim Campaign)의 설립자인 전국 수영장 재단 (NSPF)의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connect-kids-parks-initiative-inspire-new-generation-environmental


최고경영자 Thomas M. Lachocki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자녀에게 수영을 

가르치는 것은 익사를 방지하여 자녀들이 보다 건강하고 더욱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문을 열어 주는 것입니다. 그 문은 자녀의 생명을 구하고 삶을 연장시키는 선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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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storic Preservation)는 매년 6,900만 명의 사람들이 방문하는 250 곳이 넘는 공원, 

사적지, 레크리에이션 트레일, 골프 코스, 보트 진수장, 기타 장소 등을 감독합니다. 

이러한 모든 휴양지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518-474-0456으로 전화 

문의하시거나 www.parks.ny.gov를 방문하십시오. 페이스북(Facebook)으로 저희와 

관계를 맺으시거나 또는 인스타그램(Instagram)과 트위터(Twitter)를 팔로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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