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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3년 5월 1일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제제제제2차차차차 연례연례연례연례 “I LOVE MY PARK DAY”에에에에 주립주립주립주립 공원에서공원에서공원에서공원에서 자원자원자원자원 봉사를봉사를봉사를봉사를 위한위한위한위한 주민주민주민주민 초대초대초대초대 

 

이번이번이번이번 토요일에토요일에토요일에토요일에 약약약약 4,000여여여여 명의명의명의명의 자원봉사자들자원봉사자들자원봉사자들자원봉사자들 참여참여참여참여 예정예정예정예정 

 

Andrew M. Cuomo  오늘주지사는 2013년 5월 4일 토요일 개최될 제2차 “I Love My Park Day”의 

일환으로 뉴요커들이 각자 즐겨 찾는 주립 공원이나 역사 유적지에서 주민들의 뜻깊은 자원 봉사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태풍 Sandy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은 지역을 포함한 주 전역에 걸쳐 

현장에서 청소 및 미화 활동을 지원하기를 원하는 자원 봉사자들은 

http://www.ptny.org/ilovemypark/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오늘 Albany에서 열린 각료 회의에서 Cuomo 주지사는 뉴욕 시민들과 각료 회의에 참석한 모든 

참석자들이 제2차 I Love My Park Day에 참여할 것을 독려했습니다. “뉴욕의 공원 시스템은 우리 

주에 없어서는 안될 매우 소중한 보석이므로 뉴욕 시민들이 오는 토요일에 함께 자원 봉사자로 

참여하여 각 지역 사회에 속한 공원들을 아름답게 꾸미고 보수하는 데 협력해주기를 부탁합니다.” 

 

I Love My Park Day 연대기연대기연대기연대기: 

1차차차차 위대한위대한위대한위대한 도약도약도약도약: 2012년년년년  

• 참여 공원 및 유적지 40여 개 

• 자원 봉사자 2,000여 명, 이중 70%는 국립 공원 자원 봉사 

• 자원 봉사 시간: 6,000시간 

2차차차차 성장기성장기성장기성장기: 2013년년년년  

• 참여 공원 및 유적지 77여 개 

• 사전 등록 자원 봉사자 1,000여 명, 약 4,000여명 예상됨 

• 국가 및 지역사회 서비스에 대한 NYS 위원회와의 새로운 제휴  

• 새로운 주요 미디어 및 후원사 

 

2013년년년년 참여참여참여참여 공원공원공원공원 및및및및 유적지유적지유적지유적지 



 

Korean 

 

중심지중심지중심지중심지 / Saratoga  

Crown Point 국가 유적지 

Grafton Lakes 주립 공원  

Grant Cottage 국가 유적지 

John Boyd Thacher & Thompson's Lake 주립 공원 

Johnson Hall 국가 유적지 

Mine Kill & Max V. Shaul 주립 공원 

Moreau Lake 주립 공원 

Peebles Island 주립 공원 

Saratoga Spa 주립 공원 

Schodack Island 주립 공원 

 

중부중부중부중부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Bowman Lake 주립 공원 

Chittenango Landing 운하 보트 박물관 

Clark Reservation 주립 공원  

Fort Ontario State 역사 유적지 

Glimmerglass 주립 공원 

Green Lakes 주립 공원 

Herkimer Home State 역사 유적지 

Lorenzo State 역사 유적지 

 

Finger Lakes  

Catharine 밸리 트레일  

Darien Lakes 주립 공원 

Fair Haven Beach 주립 공원 

Ganondagan State 역사 유적지  

Genesee 밸리 그린웨이 

Hamlin Beach 주립 공원 

Ithaca Dog Park(Allan H.) Treman Marine 주립 공원 

Letchworth 주립 공원 

Sonnenberg Gardens & Mansion 주립 역사 공원 

 

Hudson Valley  

Bannerman 아일랜드  

Fahnestock 주립 공원(Clarence Fahnestock) 

Franklin D. 행사 참석 

Harlem Valley Rail 트레일(Taconic 주립 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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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riman 주립 공원 - (Silvermine 야영지) 

Hudson Highlands 주립 공원 

Minnewaska 주립 공원 보존지 

Old Croton Aqueduct 주립 역사 공원 

Rockefeller 주립 공원 보존지 

Rockland Lake 주립 공원(Hook Mountain 및 Nyack Beach)  

Staatsburgh State 역사 유적지 

Taconic 주립 공원  

Walkway Over the Hudson 주립 역사 공원  

Washington's Headquarters State 역사 유적지  

 

Long Island  

Bayard Cutting Arboretum 주립공원  

Bethpage 주립공원 

Caleb Smith 주립공원 보호림 

Connetquot River 주립공원 보호림 

Heckscher 주립공원 

Hempstead Lake 주립공원 

Jones Beach 주립공원 

Montauk Downs 주립 공원 / Montauk 

Nissequogue River 주립공원 

Robert Moses 주립공원  

Sunken Meadow 주립 공원(Alfred E. Smith) 

Walt Whitman Birthplace State 역사 유적지 

 

뉴욕시뉴욕시뉴욕시뉴욕시  

Clay Pit Ponds 주립 공원 보존지 

East River 주립공원  

FDR Four Freedoms Park 

Gantry Plaza 주립 공원 

Riverbank 주립 공원 

Roberto Clemente 주립 공원 

 

Thousand Islands 지역지역지역지역 

Cedar Point 주립 공원  

Grass Point 주립 공원  

Higley Flow 주립공원 

Point au Roche 주립 공원 

Wellesley Island 주립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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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서부서부서부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Allegany 주립 공원  

Artpark 주립 공원(Earl W. Brydges)  

DeVeaux Woods 주립 공원 

Evangola 주립 공원 

Golden Hill 주립 공원 

Knox Farm 주립 공원 

Midway 주립 공원 

Wilson-Tuscarora 주립 공원 

 

지역지역지역지역 공원공원공원공원 

위에 열거된 주립 공원에서 개최되는 이벤트뿐 아니라, 지역 공원도 이와 같은 정신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I Love My Park Day 이벤트는 각 지역 공원 및 유적지 등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본 

이벤트에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방문하십시오.  

• Buffalo Olmstead 공원 

• Douglas 공원, Village of Sleepy Hollow, Westchester 카운티 

• Edith G Read 야생 동물 보호 구역, Rye, Westchester 카운티(오전 10시 - 오후 2시, 보호 

구역 도로 끝 자연관에 집결 예정) 

• Glenville Woods 공원 보존지, Greenburgh, Siemens Healthcare Diagnostics 주최 

• Homer Folks Forest, Oneonta, NY (Oneonta State Mountain Biking Club로 구성, SUNY 

Oneonta), 온라인 또는 이메일로 회신 바람 

• Mt Hope Reservoir, Oneida, NY - City of Oneida Parks & Recreation Department 주최 

• Stiglmeier Park Clean-Up - Town of Cheektowaga, Erie County(VolunteerWNY 및 Town of 

Cheektowaga로 구성), www.VolunteerWNY.org에서 등록.  

• Taylor's Island, 및 Smith-Taylor Cabin(Town of Shelter Island) 

• Town of Yorktown (Granite Knolls Park 포함)  

• Union Park (City of Hornell)  

• Utica 공원 및 Parkway System (Valley View/Roscoe Conkling Park 및 Memorial Parkway 포함) 

(Central New York Conservancy, Inc.로 구성) 

Village of Hammondsport 공원 및 Canacadea 국유림 지역(2-1-1 HELPLINE Give Help and the Institute 

for Human Services로 구성). 등록은 Tess McKinley에 문의하십시오. 

 

 

NYS 공원에공원에공원에공원에 대한대한대한대한 요약요약요약요약 정보정보정보정보:  

• 뉴욕 주립공원시스템은 179개의 공원 및 35개의 유적지로 구성 

• 전국에서 두 번째로 방문자가 가장 많은 주립 공원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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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6,000만여 명의 방문자 유치로 역대 사상 기록적인 해 

• 경제 효과: 주립 공원 방문으로 연간 경제 활동에 19억 달러 매출 기여  

o 사설 인도 계약 100여 건 

o 전국 소비자 야외 여가 활동을 통해 338억 달러 창출 

o 바다 낚시를 통해 경제 활동에 20억 달러 매출 기여 

o 여가용 보트 사업을 통해 18,700여 개의 일자리 창출 

o 스노우모빌을 통해 연간 8억 6,800만 달러 매출 기여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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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