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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가 무더위가 지속되는 동안 수영 시설들이 연장된 운영 시간을 제공하도록
뉴욕 주립 공원들에 지시합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 주립 공원들과 레크리에이션 및 문화재 보존 부서에
주립 수영 시설들과 그 밖의 주립 공원들에서 뉴욕 주민들이 더위를 피하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현재의 무더위 기간 동안 연장된 운영 시간을 제공하도록 지시를 내렸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연장된 운영 시간은 오늘 시작해서 7 월 28 일 목요일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뉴욕 주립 공원 시스템 안에 있는 아름다운 해변가, 수영장 그리고 다른 시설들은 아주
무더운 여름날 더위를 피하기 위한 완벽한 해결책입니다.” 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온도가 이번 주에 90 도 이상까지 급상승해서, 저는 주립 공원들에게
운영시간을 연장해서 무더위로부터 잠시나마 시원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기회를 뉴욕
주민들에게 제공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Rose Harvey 뉴욕 주립 공원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주립 공원들
중 한 곳 보다 무더운 여름 날을 보낼 더 나은 장소는 없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이 이 무더위
기간동안 뉴욕 주의 가족분들에게 무더위를 식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다음의 뉴욕 주립 공원 수영 시설들은 연장된 시간에 맞추어서 운영될 것입니다:
 Long Island: Jones Beach, Robert Moses, Sunken Meadow, Hither Hills 주립
공원들의 바다 해변가와 Jones Beach 의 수영장은 밤 8 시 15 분까지 열리게 됩니다.
 New York City: 스프링클러 살수 장치들이 Queens 에 있는 Gantry Plaza 주립
공원과 Brooklyn 에 있는 East River 주립 공원에 추가될 것입니다.
 Mid-Hudson: 화요일부터 시작해서, Lake Taghkanic 과 Fahnestock 주립 공원의
해수욕장들이 저녁 7 시까지 열리게 됩니다. FDR 주립 공원의 수영장이 저녁 6 시
30 분까지 열리게 됩니다.
 Capital Region: Saratoga Spa 주립 공원의 Victoria Pool, Minekill 주립 공원의
수영장, Thompson’s Lake, Moreau Lake, Grafton Lakes 주립 공원의 해변가들이 밤
8 시까지 열리게 됩니다.

 North Country: Westcott Beach, Southwick Beach, Pt. au Roche, Robert
Moses 의 해수욕장들과 Keewaydin 의 수영장을 포함하여 Thousand Islands 의 모든
해변이 밤 8 시까지 열리게 됩니다.
 Mohawk Valley/Central New York: Green Lakes, Delta Lake, Sandy Island Beach
주립 공원의 해수욕장들은 밤 8 시까지 열립니다.
 Finger Lakes: Hamlin Beach 와 Darien Lakes 주립 공원의 해수욕장들은
화요일부터 시작해서 밤 8 시까지 열리고, Letchworth 주립 공원의 North Pool 은 저녁
7 시까지 열립니다.
 Western New York: 화요일부터 시작해서, Beaver Island 와 Fort Niagara 의 수영
시설들은 밤 8 시까지 열리게 되고, Allegany 주립 공원의 Red House 와 Quaker Area
해변가들은 저녁 7 시 45 분까지 열립니다.

수영은 위험한 날씨 또는 물의 환경이 바뀜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립 공원
웹사이트 www.nysparks.com 을 확인하거나, 사용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주립공원으로 직접 전화를 걸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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