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배포용:
배포용 2014 년 1 월 16 일

CUOMO 주지사,
주지사 뉴욕주 어린이들을 위해 RIVERBANK 주립공원에서 열리는 NFL SUPER KIDS-SUPER
SHARING 행사를 알리다

Cuomo 주지사는 오늘 Riverbank 주립공원이 NFL Super Kids-Super Sharing 행사를 개최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행사에서는 지역 학생들이 기증한 수천 권의 도서, 스포츠 장비, 학교 물품을
뉴욕 지역에 거주하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어린이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뉴욕주는 Riverbank 주립공원에서 이 기증 물품, 교과서와 스포츠 물품을 수천 명의 학생들에게
나눠는 행사를 NFL 과 함께 개최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특히 다른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자신이 아끼는 것을 기증하고 우리 모두가
보다 공정한 지역사회를 어떻게 만들어나가는지의 사례를 지속적으로 보여준 많은 뉴욕 학생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자원봉사와 관용 정신은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뉴욕 주민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뉴욕주와 뉴저지주의 공립 및 사립학교들은 NFL, 뉴욕자이언츠, 뉴욕 젯, NY/NJ
슈퍼보울개최위원회, Verizon 와 팀을 리워 Super Kids-Super Sharing 라고 하는 슈퍼볼 프로젝트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활동에 참가한 학교는 뉴욕시와 뉴욕 주 Westchester 카운티 지역
학교들입니다.
뉴욕주 OPRHR(Office of Parks, Recreation and Historic Preservation)의 Rose Harvey 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공원은 NFL 의 Super Kids-Super Sharing 행사의 파트너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는 뉴욕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 사이에 커뮤니티 정신, 팀워크, 관용을 배우고 느낄
수 있는 확실한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Riverbank 주립공원에서 이뤄진 기증 행사는 우리 지역의
많은 어린이들에게 뜻깊은 것이 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 주립공원, NFL 과
슈퍼보울개최위원회는 모든 어린이들에게 레크리에이션 기회를 더 많이 주고자 하는 공동의
목표을 가졌습니다. 이런 물품의 나눔은 이러한 목표에 좋은 결과를 가져다줄 것입니다.”
“Super Kids - Super Sharing 은 지난 14 년 동안 슈퍼볼에서 NFL 의 커뮤니티 봉사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라고 NFL 환경 프로그램 담당자인 Jack Groh 가 말했습니다. “이 행사는 책,
스포츠 장비 및 물품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어떤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를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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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풀뿌리 커뮤니티 프로젝트는 이달 초 학생들과 가족들이 기증할 헌책이나 새책, 학교 물품 및
스포츠 장비들을 가지고 모였던 지역 가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몰품들은 1 월 초 이
활동에 참가하는 공립 및 사립 학교에서도 기증을 받았습니다.
2014 년 1 월 16 일, 코디네이터들과 이 행사에 참가하는 뉴욕의 각 학교 학생들 몇 명은 이 기증
물품을 가지고 Riverbank 주립공원( 679 Riverside Drive, Harlem)으로 나왔습니다. 각 행사에서 기증
받은 물품들은 분류를 거쳐 형편이 어려운 지역 학생들을 위해 봉사하는 지정된 현지 학교와
기관에 보내질 것입니다.
NFL 은 14 년 동안 각 슈퍼볼 개최 도시에서 Super Kids – Super Sharing 프로젝트를
발전시켜왔습니다. 올해의 새로운 특징은 Verizon 의 HopeLine 프로그램이 추가되었다는 것입니다.
Verizon Wireless 는 HopeLine 을 통해서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무선 전화기와 액세서리를 수집하여
미국 전역에 있는 가장 폭력 단체를 지원하는 데 사용함으로써 가정 폭력에 시달리는 남녀,
아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Verizon Wireless 는 또한 Super Kids 행사장에서 현지 가정 폭력 기관에
상당한 기부도 할 것입니다.
2000 년 애틀란타 슈퍼볼 XXXIV 에서 처음 도입되기 시작한 Super Kids-Super Sharing 프로젝트는
수십만 권의 도서와 스포츠 장비들을 슈퍼볼 개최 커뮤니티에 거주하는 아이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s. 슈퍼볼 XLVIII 은 오는 2 월 2 일 Met Life Stadium 에서 열립니다.
Super Kids-Super Sharing 는 NFL 의 환경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열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아이들에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물품들을 “재활용”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을 가르칠
것입니다. 또한 스포츠 장비를 지역 아이들에게 나눠줌으로써 연맹의 청소년 건강 및 복지
캠페인인 NFL PLAY 60 을 홍보하는 역할도 할 것입니다.
Super Kids-Super Sharing 은 슈퍼볼 XLVIII 을 위한. NFL 환경 프로젝트의 하나로서, NFL 환경
프로그램은 슈퍼볼의 막후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Super Kids-Super Sharing 외에도 NFL
환경 프로그램은 슈퍼볼 행사에서 나온 수십만 파운드의 입도 대지 않은 음식들을 지역 쉼터와
커뮤니티 주방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환경 프로그램은 또한 슈퍼볼 행사에서 나온 카드보드지와
기타 재료들을 재활용하는 일도 맏고 있고, 장식 배너에서 건물 재료에 이르는 모든 것들을 지역
비영리 기관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지역 “녹화” 사업과 허리케인 Sandy 로 파손된 일부 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뉴욕과 뉴저지주에 27,000 만여 그루의 나무도 심었습니다. 슈퍼볼 XLVIII 의
현장이었던 MetLife Stadium 과 기다 모든 주요 NFL 슈퍼볼 행사장들은 슈퍼볼 행사가 기후에
끼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그린에너지”를 사용하여 전기를 사용할 것입니다.
뉴욕주 OPRHR 은 매년 6,000 만 명이 찾는 179 개 주립공원과 35 개 유적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레크레이션 장소에 대한 상세 정보를 원하시면 518-474-0456 으로 전화하거나
www.nysparks.com 을 방문하거나 Facebook 에 접속하거나 또는 Twitter 에서 우리를
팔로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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