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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레치워스 주립공원의 신규 레크리에이션 센터 개관 발표  

  

역사적 목욕 시설을 복원했으며, 실외 게임 구역, 급류 래프링 센터 포함  

  

사진은 여기에서 확인 가능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레치워스 주립공원(Letchworth State Park)에 200만 

달러 규모의 야외 레크리에이션 센터 개장을 발표했습니다. 건설은 2019년 4월에 

시작하여 최근 완공되었습니다. 로어 폴스 휴양지(Lower Falls Recreation Area)은 핑거 

레이크스 지역 최고의 관광 명소를 즐길 수 있는 재미있고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레치워스 주립공원은 뉴욕 최고의 명소 중 

하나이며 모든 연령대의 가족과 사람들에게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아름다움을 느끼고 

야외 레크리에이션을 즐길 기회를 제공합니다. 새로운 게임 공간, 피트니스 루프, 급류 

래프팅 시설 등을 구비한 개선 공사를 통해 방문객들은 이러한 전례 없는 시대에도 

재미를 느끼고 모험을 경험하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로어 폴스 휴양지는 사우스 복합 지구(South Complex Area)의 미사용 수영장을 

철거하고, 유서 깊은 목욕 시설을 복원하여 급류 래프팅 센터인 어드벤처 콜스 

아웃피터스(Adventure Calls Outfitters)로 만드는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새로운 휴양지에는 테이블 게임, 배드민턴 및 피클 볼 코트, 보체 및 셔플보드, 피트니스 

루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뉴욕 공원 2020(NY Parks 2020) 자본 

이니셔티브에 의해 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rik Kulleseid 주립공원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로어 폴스 휴양지는 

뉴욕 공원 2020 프로그램에 따라 주립 공원 시설을 업그레이드하려는 Cuomo 주지사의 

노력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입니다.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재미를 느끼며 경기를 

위해 모일 수 있는 공원의 활기 넘치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Patrick Gallivan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원이라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레치워스는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우리의 가까이에 주립공원을 가진 것은 정말 행운입니다. 새로운 로어 폴스 휴양지에 

대한 주정부의 투자는 공원 출입을 개선하고 이 공원 및 지역으로 새로운 방문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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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멋진 신규 시설을 경험하고 시간을 들여 레치워스 

주립공원의 모든 요소를 탐험하실 것을 모든 분들께 추천합니다."  

  

레치워스 주립공원은 미국 동부의 가장 아름다운 지역 중 하나입니다. 제네시 

리버(Genesee River)는 절벽 사이의 최고 높이 600 피트에 이르는 세 개의 주요 폭포를 

통해 협곡을 통해 쏟아지며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등산객들은 66마일 

규모의 하이킹 트레일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승마, 자전거, 스노모빌 및 

크로스컨트리 스키도 즐길 수 있습니다.  

  

뉴욕주 공원, 여가 및 역사 보존 사무국은 2019년에 7,7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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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크리에이션 활동 장소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를 원하실 경우, 

518-474-0456번으로 전화하시거나 parks.ny.gov를 방문하시고 또는 

페이스북(Facebook)에 접속하거나 혹은 트위터(Twitter)를 팔로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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