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년 5월 6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제6차 연례 “I LOVE MY PARK DAY” 행사에 수천명의 뉴욕 주민들이 
참여한다고 발표 

 

뉴욕 전 지역의 주립 공원과 사적지 125 곳의 지역사회 청소 프로젝트 (Community 
Clean-Up Projects)에 참여하는 기록적인 인원수의 자원 봉사자들 

  
주립공원 (State Parks)을 지원하는 20 개의 풀뿌리 단체들에게 지원한 보조금 

 450,000 달러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수천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오늘 뉴욕 전 지역의 주립 공원, 

사적지, 공유지 등 125 곳이 넘는 장소에서 지역사회 청소, 미화, 관리 행사들을 돕는 

제6회 연례 “I Love My Park Day” 행사에 참여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8,000 명 

정도로 예상되는 자원봉사자들이 나무 심기와 정원 관리, 쓰레기 청소, 트레일과 야생 

동물 서식지 복원, 해안가와 해변가 청소 및 기타 등등을 포함하는 수십 개의 파크 앤드 

트레일 프로젝트 (park and trail projects)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Cuomo 주지사는 

뉴욕 주립 공원 (New York State parks) 및 사적지들의 관리 및 홍보를 위해 전념하는 20 

개 단체에 450,000 달러의 제2차 주정부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원들 중 몇 

곳이 있는 곳이며 미래 세대를 위해 그 공원들을 보존하고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I Love My Park Day' 행사는 우리의 공유지를 기념하며 다른 곳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천연 자원들을 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여 뉴욕주의 풍부한 전통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행사를 또 다른 커다란 성공으로 이끄는 것을 돕기 위해 자원 

봉사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비영리 단체인 파크스 앤드 트레일스 뉴욕 (Parks & Trails New York)이 공동 후원하는 

5월의 첫 번째 토요일에 개최 된 올해의 행사에는 뉴욕주 환경보존부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국립공원관리청 (National Park Service), 

엑셀시어 보존 공사 (Excelsior Conservation Corps), 뉴욕 자원봉사자 및 지역사회 

서비스 위원회 (New York Commission on Volunteer and Community Service) 등이 

파트너로 참여했습니다. 

 

http://www.ptny.org/


Robin Dropkin 파크스 앤드 트레일스 뉴욕 (Parks & Trails New York) 비영리 단체 

사무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토요일에는 125 곳이 넘는 공원, 사적지, 공유지 등에서 

가장 큰 규모의 ‘I Love My Park Day’ 행사가 열립니다. 8,000 명 이상의 뉴욕 주민들이 

공원을 청소하고 나무와 꽃을 심으며 트레일을 복원하고 침입종들을 제거합니다. ‘I Love 

My Park Day’ 행사를 통해 우리의 역할을 완수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스스로에게 

부여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공원을 지키는 일을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위안을 

공원으로 되돌려주는 오랜 전통을 유지하는 ‘I Love My Park Day’ 행사와 파크 앤드 

트레일 파트너십 프로그램 (Park and Trail Partnership Program)의 보조금에 대한 

Cuomo 주지사님의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Rose Harvey 주립공원 (State Park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들 그룹 

(Friends Groups) 팀들과 자원봉사자들은 우리의 공원 시스템을 성공으로 이끄는 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뉴욕의 훌륭한 공원 시스템에 대해 

자원봉사자로 지원에 나선 수많은 뉴욕 주민들의 모든 지지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리의 주립 공원과 대한 변함없는 공약에 대해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리며, 매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이 영감을 주는 프로그램을 조직하는 데 도움을 주신 비영리 

단체인 파크스 앤드 트레일스 뉴욕 (Parks & Trails New York)에게도 감사드립니다.” 

 

Basil Seggos 환경보존부 (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C)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의 리더십과 환경 지원금에 대한 

역사적인 공약을 통해, 뉴욕은 우리의 공원들과 경제적으로 중요한 공유지들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커다란 발전을 거두고 있습니다. ‘I Love My Park Day’ 행사는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있어 우리의 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방식입니다. 저는 우리의 

환경보존부 (DEC) 시설 및 주립공원 (State Park) 부지의 대단히 중요한 서식지 복원 및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를 돕기 위해 나온 모든 자원봉사자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앞으로 이 필수적인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성장시켜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2012 년 Cuomo 주지사는 뉴욕의 보석같은 공원과 사적지를 개선하고 향상시키며 

뉴욕의 주립공원 시스템을 더욱 정화하기 위해 “I Love My Park Day”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행사가 시작된 이후, 26,000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이 행사를 진행하는 

하루 동안 공유지를 개선하는 데 수만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주립공원 (State Parks)을 위한 풀뿌리 지원을 활용하기 위해, Andrew M. Cuomo 

주지사는 파크 앤드 트레일 파트너십 프로그램 (Park and Trail Partnership Program) 

보조금을 만들었습니다. 환경보호기금 (Environmental Protection Fund)을 통해 

지원받는 20 개 파트너 단체들은 (i) 자본 프로젝트를 위해 민간 자금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ii) 유지보수 작업을 수행하며, (iii)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iv) 특별 

행사들을 개최하여 대중의 사용을 도모하기 위해 450,000 달러를 받게 됩니다. 보조금은 

민간 지원금 및 지역 지원금으로 200,000 달러 이상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보조금은 주립공원 (State Parks) 및 비영리 단체인 파크스 앤드 트레일스 뉴욕 (Parks 

& Trails New York)에서 관리합니다. 파크 앤드 트레일 파트너십 프로그램 (Park and 

Trail Partnership Program)의 보조금은 다음 사항들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 뉴욕 주립공원들, 트레일, 주정부 사적지 등의 보존, 관리, 설명, 유지보수, 홍보 

등을 강화하고,  

• 뉴욕 주립공원들, 트레일, 주정부 사적지 등을 홍보, 유지보수,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의 지속가능성, 유효성, 생산성, 자원봉사, 기금 모금 활동 능력 등을 

향상시키며,  

• 주립공원, 트레일, 그린웨이가 연결된 뉴욕주 전 지역의 네트워크의 성장 및 

확장을 통해 야외 레크리에이션의 관광산업 및 경제개발 혜택을 홍보합니다. 

수상자는  

  

주도 지역  

• Friends of Schuyler Mansion: 쉴러 맨션 (Schuyler Mansion) 내 2 개의 매우 

중요한 룸의 브뤼셀 카펫 2 개를 짜서 복제하는 데 드는 비용 30,000 달러. 2 개의 

룸은 Alexander Hamilton과 Elizabeth Schuyler가 결혼 한 최고의 응접실 및 

Benjamin Franklin, John Jay, George Washington 등과 같은 고위 인사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낸 식당입니다.  

• Harlem Valley Rail Trail Association, Inc.:컬럼비아 카운티의 회원 및 

자원봉사자 기반을 통해 연락을 취하고 인원 수를 늘리도록 단체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29,710 달러. 

센트럴 뉴욕  

• Chittenango Landing Canal Boat Museum: 연구, 문서화, 조사, 투어 주최, 

일반적인 시터냉고 현지 투어 제작, 봉사활동과 박물관 교육을 위한 자료 및 

동영상 제작에 5,798 달러.  

• Friends of Fort Ontario, Inc.: 실내와 야외 회원 및 자원봉사자 모집 

행사(Membership and Volunteer Recruitment Events) 부스를 만들기 위한 1,986 

달러.  

• Friends of Lorenzo: 앞으로 3 년에서 5 년 동안 단체의 사명을 효과적이고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제도상의 계획을 개발하기 위한 15,427 달러.  

핑거 레이크스  

• Friends of Ganondagan: 농업의 전통적인 식품의 관점에서 이러쿼이 부족의 

화이트 옥수수를 특징으로 하는 대화형 프로그래밍 및 이벤트를 개발하기 위한 

19,239 달러.  



• Friends of the Genesee Valley Greenway, Inc.: 소셜 미디어 통합이 가능한 

대화형 제네시 밸리 그린웨이지도 및 그린웨이와 새로운 웹사이트 홍보를 돕기 

위한 랙 카드를 포함하여 새로운 반응형 웹사이트를 개발하기 위한 41,310 달러. 

롱아일랜드  

• Friends of Connetquot, Inc.: 니콜 그리스트 밀 (Nicoll Grist Mill) 복원 공사의 

완공을 보완하도록 방앗간 박물관 (Mill Museum), 동영상, 안내 책자용으로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17,535 달러  

• The Caumsett Foundation, Inc.: 두 개의 환경 교실 및 교육 교실로 전직 목수의 

상점을 개조하기 위한 25,000 달러.  

• Walt Whitman Birthplace Association: Whitman의 인격 형성기, 양성 평등, 

파우마녹 생태학 (Paumanok ecology)을 포함한 Walt Whitman 테마를 추가하고 

Whitman을 민주주의 시인 (Poet of Democracy)으로 강조하며 새로 인수한 

유물을 추가하여 전시 공간을 현대화하기 위한 25,000 달러. 

미드 허드슨  

• Friends of Philipse Manor Hall: 시청각 장비를 구입하고 필립스 저택 홀 주정부 

사적지 (Philipse Manor Hall State Historic Site)에서 구술 역사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위한 14,875 달러. 수집된 인터뷰들을 통해 현재의 이민 전시회 

(Immigration Exhibit)의 일부로 볼 수 있는 구술 역사가 확장될 뿐만 아니라 인간의 

환경에서 역사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1 인칭 서술로 앞으로의 전시회 및 

프로그램을 보완합니다.  

• The Little Stony Point Citizens Association, Inc.: 기존의 보관 창고를 

교체하고 리틀 스토니 포인트 주립공원 (Little Stony Point State Park)에서 

자원봉사자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을 만들기 위한 50,000 달러. 이 

액세서리 구조로 회의, 행사 기획 및 지원, 장비, 자재, 등산객을 위해 지붕이 덮인 

현관을 포함한 자원봉사자 편의 시설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Walkway Over the Hudson: 새로운 중요한 트레일 연결 및 특징을 설명하고 

미드 허드슨 밸리 지역을 위해 제안된 흥분되는 새로운 다중 모드 트레일에 

중점을 두기 위해 2009 년에 제작된 단체의 성공적인 워크웨이 루프 (Walkway 

LOOP) 지도를 수정하고 개선하기 위한 12,500 달러. 

뉴욕시  

• Friends of Gantry Plaza State Park: 갠트리 플라자 주립공원 (Gantry Plaza 

State Park) 전체의 표지판 시스템을 새로 감각으로 고치고 공원의 20 년 된 

표지판을 새로운 감각의 통일된 모습으로 보이게 하기 위한 20,000 달러. 

  



노스 컨트리  

• Friends of the Nature Center: 미나 앤소니 커먼 자연 센터 (Minna Anthony 

Common Nature Center) 입구에 위치한 새로운 2 개의 최첨단 미술 전시회를 

구축하기 위한 39,475 달러. 첫번 째 전시회는 Minna Anthony Common의 자연 

센터 (Nature Center)에 대한 공헌에 대한 헌정 전시회이며 두 번째 전시회는 자연 

센터 (Nature Center)에 있는 13 곳의 트레일들을 상세히 보여주는 대화형 트레일 

맵으로 구성될 것입니다.  

• John Brown Lives!: 존 브라운 농장 사적지 (John Brown Farm State Historic 

Site)에 대한 단체의 기반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하고 널리 퍼져있는 공공 지원 및 

민간 지원의 육성을 돕기 위한 48,000 달러.  

서던 티어  

• Friends of Greater Two Rivers State Park: 컨설턴트가 촉진한 단체 평가 및 

결과 계획을 완료하는 것과 관련된 비용과 함께 501(c)(3) 자격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관리 및 법률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7,500 달러.  

• Friends of Robert H. Treman State Park: 페인트 제거, 부분 보수 및 가벼운 

목공 수리, 애벌칠 및 페인트 작업, 목재 창문 복원 작업 등을 포함하여 올드 밀 

(Old Mill)의 외관을 복원하고 페인트하기 위한 10,625 달러.  

• Friends of Chenango Valley State Park: 겨울 활동 프로그램을 위한 14 쌍의 

어린이들의 눈신을 구입하고 꿈의 구장 (Field of Dreams)용으로 새로운 후방 

방어벽과 울타리를 만들기 위한 11,020 달러 

웨스턴 뉴욕  

• Friends of Knox Farm State Park: 현재는 결혼식, 공적인 행사, 기금 모금 

활동을 위한 이벤트 센터로 사용되는 크녹스 농장 주립 공원 (Knox Farm State 

Park)의 100 년된 역사적인 메인 하우스 (Main House)의 건설 당시의 슬레이트 

지붕을 교체하기 위한 공사비로 25,000 달러.  

“I Love My Park Day” 행사와 파크 앤드 트레일 파트너십 프로그램 (Park and Trail 

Partnership Program)은 2011 년부터 2020 년까지 주립공원 (State Parks)에 대한 민간 

기금 및 공공 기금으로 9억 달러를 활용하겠다는 여러해에 걸친 공약인 주지사의 뉴욕 

공원 2020 계획 (NY Parks 2020 plan)을 통해 주립공원 시스템을 활성화하여 

변화시키려는 Cuomo 지사의 공약을 보완합니다. 

 

2017 년-2018 년 주정부 예산에서는 이 계획에 대해 12,000만 달러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Cuomo 주지사는 뉴욕의 공원과 사적지를 개선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5 

월의 첫 번째 토요일에 연례 자원봉사자의 날인 “I Love My Park Day”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봄 제5차 연례 행사에는 110 개의 주립공원 및 사적지에서 200 개가 



넘는 청소, 개선, 미화 프로젝트에 18,750 시간의 봉사 활동으로 헌신한 7,500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했습니다. 

 

비영리 단체인 파크스 앤드 트레일스 뉴욕 (Parks & Trails New York)은 모든 뉴욕 

주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1985 년 이후 공원 및 트레일을 지키기 위해 

뉴욕주 전 지역을 이끈 지지 단체이며 뉴욕주 전 지역에서 늘어나고 있는 공원, 그린웨이, 

트레일 등의 네트워크를 모두가 사용하고 즐기도록 계획하고 조성하며 홍보하고 

보호하기 위해 지역사회 단체 및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일하는 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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