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년 3월 20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뉴욕시민들에 제 6 회 연례 “I LOVE MY PARK”의 날 등록을 권장 
 

5 월 6 일 자원봉사 온라인 등록 지금 개시 
 

이벤트 자세한 내용은 www.nysparks.com  

 

Cuomo 주지사는 오늘 2017년 5월 6일에 뉴욕주 전역의 주립공원과 사적지 및 

국유지에서 개최할 제 6회 연례 I Love My Park의 날 등록이 시작되었음을 

발표하였습니다. 뉴욕주 공원, 여기 및 유적지 보존 사무실(New York State Office of 

Parks, Recreation and Historic Preservation)과 뉴욕주 공원 및 산책로(Parks & Trails 

New York) 사무국에서 공동 후원하는 “I Love My Park Day”는 뉴욕주의 공원과 역사 

유적지를 개선하며 전체 공원 시스템과 수요에 대한 가시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주 

전역에서 열리는 행사입니다. 올해의 이벤트는 뉴욕주 환경보존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NYS DEC)와 국립공원 관리청(National 

Park Service)의 협력하에 애디론댁(Adirondack)과 캐츠킬(Catskill) 지역의 몇 개 공원 및 

뉴욕주 내의 5개 국립공원에서 진행하는 자원봉사 이벤트로 구성되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의 공원 시스템은 위대한 우리주의 모든 

공원에 있는 최고의 자연경관을 보여줄 수 있는 둘도 없는 시스템입니다. 제 6회 연례 I 

Love My Park의 날을 맞으면서 저는 뉴욕시민들이 저희와 함께 참여하고 우리주의 

공원들이 보여줄 수 있는 경관을 즐기면서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의 시스템을 보호하고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존스 비치 주립공원(Jones Beach State Park)에서 나이아가라 폴스 

주립공원(Niagara Falls State Park)에 이르는 지역에 분포된 100개 이상의 주립공원과 

유적지 및 국유지에 대한 청소 작업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참여 장소 전체 목록은 

여기에서 확인하십시오. 

 

참여 예정인 뉴욕주 내의 5개 국립공원: 

• 게이트웨이 국립휴양지(Gateway National Recreation Area) (그레이트 

킬스(Great Kills), 스테이튼 아일랜드(Staten Island)와 플럼비치(Plumb Beach), 

자메이카 베이(Jamaica Bay), 퀸즈(Queens)).  

http://www.ptny.org/events/i-love-my-park-day
http://www.nysparks.com/
http://www.surveygizmo.com/s3/3186426/I-Love-My-Park-Day-Registration


• 스탄윅스 요새 국립 기념관 (Fort Stanwix National Monument, 롬(Rome));  

• 루즈벨트-밴더빌트 국립 역사 유적지(Roosevelt-Vanderbilt National Historic 

Sites, 하이드파크(Hyde Park)).  

• 파이어 아일랜드 국립 해안공원(Fire Island National Seashore, 오션비치(Ocean 

Beach)).  

• 사라토가 배틀필드 역사공원(Saratoga Battlefield Historical Park, 

스틸워터(Stillwater)). 

애디론댁과 캐츠킬 지역의 환경보존부에서 관리하는 14개의 구역과 3개의 환경센터가 

추가로 참여 예정입니다. 

 

참여 예정인 3개의 환경센터: 

• 캐츠킬 자료관(Catskill Interpretive Center, 마운트 트램퍼(Mount Tremper)).  

• 5대강 환경교육센터(Five Rivers Environmental Education Center,델마(Delmar)).  

• 라인스테인 우즈 자연 보호구(Reinstein Woods, 버펄로(Buffalo)). 

자원 봉사자들은 나뭇가지들을 치우고 나무를 심고 정원을 가꾸며 산책로와 야생동물 

서식지 복원, 외래종 식물 제거 및 다양한 현장 개선 프로젝트의 작업에 참여하며 뉴욕의 

공유지 기념의 날을 뜻깊게 보낼 수 있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뉴욕주 자원봉사와 

커뮤니티 서비스 위원회(New York State Commission on Volunteer and Community 

Service, NYS CVCS)는 올해에도 자원봉사자 모집, 기회 홍보 및 주 내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등 다양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학생 보호 위원회(Student 

Conservation Association)에서 운영하는 뉴욕주 아메리코(New York State AmeriCorps) 

프로그램인 뉴욕주 엑셀시어 보존단체(New York State Excelsior Conservation Corps)의 

회원들은 주립공원 정리와 I Love My Park의 날 프로젝트 개선을 돕게 됩니다. 

 

주립공원실 커미셔너 Rose Harvey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지사는 공공 및 민간 

자금 9억 달러를 투자하여 우리의 주립공원 시스템을 현대화하는 그의 NY Parks 2020 

기획으로 주 전역의 공원 및 사적지 변화를 계속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우리의 공원 및 사적지를 최고로 만드는 과정에서의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저는 뉴욕주 

공원 및 산책로 사무국에서 I Love My Park의 날 이벤트를 조직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5월의 첫 번째 토요일에 많은 자원봉사자가 참여하여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공원의 

개선을 위하여 함께 일하기를 기대합니다.” 

 

뉴욕 공원 및 산책로 사무국의 상무이사 Robin Dropkin 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역사적인 복구 기획 덕분에 연례 I Love My Park의 날에 대한 벗, 자원봉사자 

및 파트너들의 지원을 보여주는 뉴욕 주립공원 시스템의 부흥은 보고만 있어도 

기쁩니다. 올해 열리는 제 6회 연례 이벤트에서 국립공원과 애디론댁 및 캐츠킬 공원 

유적지에 우리들의 사랑을 퍼뜨리게 되어 기쁩니다. 여기에는 주 내의 각 지역의 소중한 

공원과 역사 유적지에 보답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http://www.newyorkersvolunteer.ny.gov/
http://www.newyorkersvolunteer.ny.gov/
http://www.newyorkersvolunteer.ny.gov/


환경보존부 커미셔너 Basil Seggos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DEC는 주립공원과 뉴욕주 

공원 및 산책로 사무국과 다시 협력하여 I Love My Park의 날 이벤트를 주최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올해에 세 배 늘어난 애디론댁과 캐츠킬 자연 보호구의 산책로에서 

도시탈출을 위한 공공 캠핑장에까지 걸친 DEC 관리 구역에서 진행하는 이벤트에는 

뉴욕시민들이 우리의 대중 휴양지 관리와 개선을 도울 기회가 그 어느 때보다 많습니다.” 

 

I Love My Park의 날에 등록하시려면 http://www.ptny.org/ilovemypark/index.shtml 을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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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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