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1년 3월 31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뉴욕 주민들에게 제10회 연례 "아이 러브 마이 파크" 데이 등록 권장  

  

뉴욕주 전역의 120곳의 주립 공원, 유적지 및 공유지에서 개최되는 자원봉사 행사  

  

온라인 등록 이제 시작, 등록은 여기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2021년 5월 1일과 2일 주말에 뉴욕주 전 지역의 주립 

공원과 유적지 및 공유지에서 개최되는 제10회 연례 아이 러브 마이 파크 데이(I Love 

My Park Day) 등록이 이제 시작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주 공원, 여가 및 역사보존 

사무국(New York State Office of Parks, Recreation and Historic Preservation)과 공원 

및 트레일 뉴욕(Parks & Trails New York, PTNY) 및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사무국에서 후원하는 이 행사는 공원, 유적지, 공유지 

등을 개선하고 뉴욕주의 야외 레크리에이션 자산 및 자산에 대한 요구를 인식하고 

홍보하기 위한 뉴욕주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뉴욕주에서 

제공하는 아름답고 자연적인 보물을 즐기고 있습니다. 아이 러브 마이 파크 데이는 

우리의 놀라운 공원 시스템을 되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저는 뉴욕 주민들이 

등록하여 그 지역의 참여 공원이나 유적지에서 자원 봉사를 하며 미래 세대가 이러한 

놀라운 자원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길 권장합니다."  

  

자원봉사자는 환경보존부 및 지방 공원들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포함하여 

롱아일랜드에서 웨스턴 뉴욕과 그 사이의 모든 지역들까지 120곳의 주립 공원, 유적지, 

공유지 등지의 청소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아이 러브 마이 파크 

데이에 등록하시려면 여기를 방문하십시오.  

  

자원봉사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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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자원봉사자가 

안전하고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루에 사이트당 50명으로 등록이 제한됩니다. 

모든 프로젝트는 사회적 거리두기 및 안면 가리개에 대한 적절한 요구 사항을 

준수합니다.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ac64ff26-f3ffc628-ac660613-0cc47aa88e08-8bddefdaebb6ed09&q=1&e=4b8c03ad-3081-495f-b666-3a129e6083b8&u=https%3A%2F%2Fwww.ptny.org%2Fevents%2Fi-love-my-park-day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4f7695ad-10edaca3-4f746c98-0cc47aa88e08-378a7cab38021e48&q=1&e=4b8c03ad-3081-495f-b666-3a129e6083b8&u=https%3A%2F%2Fwww.ptny.org%2Fevents%2Fi-love-my-park-day


 

 

Erik Kulleseid 주립공원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립공원은 사람들이 

팬데믹이 고점을 달리는 동안 야외를 안전하게 재구성하고 탐험하는 데 필요한 

탈출구를 제공했습니다. 올해, 우리는 주립공원 시스템을 전국에서 최고로, 또한 

지역사회에 매우 중요하게 만들고자 하는 자원봉사자들을 환영함으로써 아이 러브 마이 

파크 데이의 책임을 축하하기를 기대합니다 10년 동안 이 행사를 지속적으로 조직하고 

대중이 환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주신 공원 및 트레일의 파트너들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환경보존부 커미셔너 Basil Seggo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 러브 마이 파크 데이는 

뉴욕주에서 가장 큰 일일 자원봉사 행사로, 환경 지킴이들이 주 공원, 유적지 및 공공 

부지를 청소, 복원 및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팬데믹에 대한 주정부의 

지속적인 대응 동안,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뉴욕 주민이 레크리에이션을 위해 야외를 

탐색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이 이러한 특별한 장소를 보존하고 개선하는 것에 

참여하여 오래도록 우리의 공공 부지를 돌보도록 등록하여 환경에 보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뉴욕주 공원 및 트레일(Parks & Trails New York) 사무국의 Robin Dropkin 

사무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원과 녹지공간은 항상 중요한 자원이었지만, 이 

팬데믹에서는 더욱 중요한 곳이 되었습니다. 뉴욕 주민들은 레크리에이션, 휴식 및 가족 

및 친구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찾아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지난 12개월 동안 그들을 지탱한 곳에게 보답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이 러브 

마이 파크 데이 10주년을 기념할 수 있어 정말 기쁩니다."  

  

공원 및 트레일 뉴욕은 공원과 트레일에 대한 뉴욕의 선도적인 주 전역에 대한 

옹호자로서 1985년부터 모두를 위한 녹지공간을 사용하고 즐김으로써 건강, 경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주 전역에 수천 명의 회원과 지지자들이 있는 

공원 및 트레일 뉴욕은 뉴욕의 웅장한 주립 공원 시스템을 보호하고 1,500마일 이상의 

그린웨이, 자전거 길, 강 산책로, 트레일을 설치하고 홍보하는 작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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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storic Preservation)은 매년 7,800만 명의 사람들이 방문하는 250곳이 넘는 공원, 

유적지, 레크리에이션 트레일, 골프 코스, 보트 진수장 등을 감독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뉴욕주립공원(New York State Parks)은 공원 및 방문객 지출로 50억 달러를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수익으로 약 54,000개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레크리에이션 활동 장소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를 원하실 경우, 518-474-0456번으로 

전화하시거나 여기를 방문하시고 또는 페이스북(Facebook)에 접속하거나 혹은 

인스타그램(Instagram)을 팔로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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