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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롱아일랜드 주립공원 해변의 시즌을 이번 주말까지 연장한다고 발표  

  

수요 충족을 위해 수영 가능한 네 곳의 공원 운영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선정된 롱 아일랜드의 일부 주립공원(State Parks) 

해변에서 이번 주말에도 수영 시즌이 계속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로버트 모제스 

주립공원(Robert Moses State Park), 존스 비치 주립공원(Jones Beach State Park), 히더 

힐스 주립공원(Hither Hills State Park), 성큰 메도우 주립공원(Sunken Meadow State 

Park)의 해변에서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수영할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름이 빨리 지나가고 있으므로, 우리의 세계 

최상급 해변에서 마지막 수영을 즐기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주말에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뉴욕 주민과 방문객들이 우리 주의 바다를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인명 

구조원이 상주할 것입니다."  

  

이번 달은 날씨가 따뜻하고 화창해 수영에 대한 수요가 높았으며 지난 주말에 이 네 곳의 

공원에서 2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해변을 이용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립 공원(State 

Parks)의 해변과 수영장은 노동절 이후 폐장합니다.  

  

올해는 롱아일랜드를 포함하여 주 전역 17개의 시설이 9월 중순까지 수영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주립 공원 커미셔너 Erik Kulleseid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마지막 주말이 될 수영 

시즌에 롱아일랜드 주립공원 해변(Long Island State Park Beaches)에서 근무해주시는 

우리의 인명 구조 요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공원 방문객들은 아직 여름과 

해변에 작별인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장소에서 수영을 할 수 있습니다.  

• 히더 힐스 주립공원(Hither Hills State Park), 몬탁, 164 올드 몬탁 하이웨이(Old 

Montauk Highway)  

• 존스 비치 주립공원(Jones Beach State Park), 원토, 2400 오션 파크웨이(2400 

Ocean Parkway) 6번 필드 및 센트럴 몰  



• 로버트 모제스 주립공원(Robert Moses State Park), 베이빌론, 600 로버스 

모제스 파크웨이: 2번과 5번 필드  

• 성큰 메도우 주립공원(Sunken Meadow State Park). 킹스 파크, 25A 도로 및 

성큰 메도우 파크웨이: 메인 비치  

  

주립공원(State Parks)은 레이크 온타리오(Lake Ontario) 및 세인트로렌스강을 따라 

위치한 30개 공원의 캠핑과 일일 사용 요금을 콜럼버스의 날(Columbus Day)까지 계속 

50% 할인합니다. 야영장은 최소 2박을 이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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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storic Preservation)은 250곳이 넘는 공원, 유적지, 레크리에이션 트레일, 골프 코스, 

보트 진수장 등을 감독합니다. 지난해 이곳을 방문한 사람의 숫자는 기록적 수준인 

7,400만 명입니다. 이러한 레크리에이션 장소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얻으시려면 518-

474-0456으로 전화 문의하시거나 www.parks.ny.gov를 방문하십시오. 또는 

페이스북(Facebook)에서 주립 공원과 연결을 하시거나 인스타그램(Instagram)과 

트위터(Twitter)에서 팔로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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