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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뉴욕주민들에게뉴욕주민들에게뉴욕주민들에게뉴욕주민들에게 제제제제5차차차차 연례연례연례연례 I LOVE MY PARK DAY를를를를 위해위해위해위해 등록하도록등록하도록등록하도록등록하도록 

이끌다이끌다이끌다이끌다 

 

뉴욕의뉴욕의뉴욕의뉴욕의 공유지에서공유지에서공유지에서공유지에서 자원봉사로자원봉사로자원봉사로자원봉사로 Earth Day를를를를 축하하다축하하다축하하다축하하다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2016년 5월 7일에 뉴욕주에 산재한 110개 공원 및 

사적지에서 열릴 예정인 제5차 “I Love My Park Day”의 일환으로 뉴욕주민들이 각자 

즐겨 찾는 주립공원 또는 사적지에서 자원 봉사에 지원하도록 이끌었습니다.  

 

“Earth Day는 뉴욕주에 있는 우리의 공원과 사적지를 위해 봉사하는 아주 의미 있는 

날입니다”라고라고라고라고 Cuomo 주지사가주지사가주지사가주지사가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I Love My Park Day는 다시 되돌려주고 

사람들이 우리 뉴욕주의 멋진 곳에서 계속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기회입니다. 지금 모든 뉴욕주민들이 자원봉사 서명을 하시고 동네에 있는 공원과 

공유지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기를 바랍니다.” 

 

뉴욕주 공원레크리에이션역사보전국과 Parks & Trails New York이 공동 후원하는 I Love 

My Park Day는 뉴욕주의 공원과 역사 유적지를 개선 및 발전시키며 전체 공원 시스템과 

그에 필요한 사항에 가시성을 제공하기 위한 주 차원의 행사입니다. 올해에는 Jones 

Beach 주립공원으로부터 Niagara Falls 주립공원에 이르기까지 110개의 공원과 

사적지가 이 행사에 참여할 것입니다. 

 

올해 행사에는 뉴욕주 환경보전부와 국립공원국 사이의 새 파트너십이 포함되며, 

Adirondack 및 Catskill 지역의 4개 장소와 뉴욕주의 5개 국립공원에서 자원봉사 행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매년 우리 공원을 찾는 6,500만 방문객들에게 매력적이고 즐거운 

주립공원의 모습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I Love My Park Day는 자기가 

좋아하는 곳에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입니다”라고라고라고라고 Rose Harvey 

주립공원주립공원주립공원주립공원 커미셔너가커미셔너가커미셔너가커미셔너가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오는 5월 첫 토요일에 수 천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나오셔서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공원들을 모두 함께 정화하기를 기대합니다.” 

 

“뉴욕주는 시민들의 책임정신과 관용정신이라는 오랜 역사로 공원 보전 활동을 선도하고 

있습니다”라고라고라고라고 Parks & Trails New York의의의의 Robin Dropkin 이사가이사가이사가이사가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Ea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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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를 축하하고 I Love My Park Day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공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우리의 역할을 하기에 이보다 좋은 기회는 없습니다.” 

 

자원 봉사자들은 쓰레기를 청소하고, 나무를 심고 정원을 만들며, 오솔길과 야생동물 

서식지를 복원하고, 외래종을 제거하며, 다양한 현장 개선 프로젝트를 수행함으로써 

뉴욕주의 공공 용지를 기릴 것입니다. 뉴욕주 CVCS(Commission on Volunteer and 

Community Service)는 올해에도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프로젝트를 홍보하며 뉴욕주 

전역에서 개최되는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데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뉴욕주 

Excelsior Conservation Corps의 회원들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ECC는 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차세대 보존 리더들을 양성하면서 뉴욕주의 환경 및 책임 정신 

필요성을 해결하려는 Cuomo 주지사의 비전에 따라 창설된 Student Conservation 

Association가 운영하는 뉴욕주 AmeriCorps 프로그램입니다. ECC 회원들이 뉴욕주 

공원이 I Love My Park Day 프로젝트를 조직하고 실행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I Love My Park Day에 등록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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