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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월4일
일 주간을 축하하기 위해 뉴욕주민들을 초대하다
주지사 주립공원에서 7월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의 많은 캠핑장과 사적지 중 하나에서 7월4일
주간을 축하하기 위해 뉴욕주민과 방문객들을 초대했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여름 동안
주립공원에 제공되는 많은 프로그램과 기회들을 방문객들에게 알렸습니다.
“우리 공원은 뉴욕주 곳곳에 담긴 뛰어난 아름다움과 풍부한 역사를 탐구할 수 있는
관문입니다”라고
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주민들과 방문객들 모두 주립공원을
방문하고 뉴욕주가 제공하는 모든 것을 보면서 7월4일을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라의 역사를 이런 사적지 중 한 곳에서 탐험하든 아미녀 뉴욕주에서 멋진
불꽃놀이를 보려 하든, 모든 사람들이 7월 4일 주말을 발견할만한 것이 있습니다”라고
라고
공원 레크리에이션,
레크리에이션 역사 보존 사무국의 Rose Harvey 커미셔너가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주립공원에 대한 Cuomo 주지사의 지속적인 투자 덕분에 가족들이 해마다 열리는
이러한 전통을 계속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중요한 휴일 주말을 기념하기 위해서 뉴욕주립공원들은 뉴욕주 전역에서 테마가 있는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하이라이트 장면에는 Jones Beach 주립공원의 2016 Astoria
Banks 7월 4일 불꽃놀이가 포함되었습니다. 이 30분의 불꽃놀이는 모든 주차장에서 볼
수 있으며, WALK 97.5에서 애국적인 노래에 맞춰 라디오와 TV에 동시 방송됩니다.
K98.3 방문객들은 이 날에 안전과 보안 대책이 증가할 것임을 숙지해야 합니다.
방문객들은 보안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견 주차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른 테마가
있는 행사로는 John Jay Homestead 주사적지의 독립의 날 박람회와 Grafton Lakes
주립공원 의 독립의날 모래조각 컨테스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7월 4일 축제가 다가옴에 따라 Hamlin Beach 주립공원 은 7월 2일 Salute to
America으로 저녁 공연을 펼칠 예정입니다. 오후 6시45분 – 9시45분까지 음악이 연주된
후 오후 10시에 불꽃놀이가 이어집니다. Allegany State Park-Quaker Area 도 우리
나라의 7월 3일 독립의 날 하루 동안 불꽃놀이와 음악으로 축하할 것입니다. 치킨
바비큐가 오후 4시(매진될 때까지)에 시작하여 이후 오후 7시에 음악 공연이 있고,
Quaker Lake 수면 위에서 펼쳐지는 불꽃놀이로 마무리될 것입니다.
이번 주말 휴일 행사 관련 상세 정보가 담긴 완전한 일정은 여기 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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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여름에 대한 추가 행사도 주립공원의행사 캘린더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여름의 행사 기회는 청소년을 위한 무료 수영강습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7월에 시작하여 등록 및 등록정보와 함께 완전한 프로그램 일정은 주립공원
웹사이트 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족들을 위한 소식으로, 뉴욕주립공원들은 2016년 4학년 학생들의 무료 입장을 위해
국립공원서비스(NPS) Every-Kid-in-a Park 패스를 제시하면 무료 입장할 수 있는
제공합니다. 이 패스는 차량 출입에 한해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4학년생이 차량에
탑승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무료 입장권을 소지한 사람과 최대 3인의 성인이 하우스
투어 요금 대신 주립 역사 유적지에서도 이 무료 입장할 수 있습니다. 4학년 학생은
https://www.everykidinapark.gov/ 에서 패스를 취득 및 인쇄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가이드라인은 http://nysparks.com/environment/connect-kids.aspx 을
방문하십시오.
Cuomo 지사의 리더십 하에서, 뉴욕 주는 야외 레크리에이션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고
개선하려는 역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지사의 NY Parks 2020 프로그램 은
2011년부터 2020까지 주립공원에 대한 민간 및 공공 자금 9억 달러를 활용하는 다개년
약속입니다. 주지사의 2015-16 집행 예산은 이 이니셔티브를 위해 1억 1천만 달러를
할당했다.
뉴욕주 공원휴양지사적보존실은 년 6200만 명이 방문하는 180개 주립공원과 35개
사적지를 감독합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뉴욕 주립 공원들은 년 19억 달러의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고 20,000개의 일자리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휴양 지역에
대한 상세 정보는 518-474-0456으로 전화하거나, www.nysparks.com 을 방문하거나,
Facebook에 접속하거나, 또는 Twitter에서 팔로우하십시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Kore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