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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연말연시를 축하하기 위해 주립 공원(STATE PARKS)에 뉴욕 주민과
방문객들 초청

뉴욕주 전 지역에서 계획된 40 개 이상의 연말연시를 주제로 한 행사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립공원(New York State Parks)에서 벌어지는
40 개가 넘는 연말연시 주제 행사에서 연말연시 시즌을 축하하기 위해 주민과
방문객들을 초청했습니다. 행사들에는 모든 연령층의 방문객들을 위한 다수의 직접 체험
활동, 야외 레크리에이션, 연말연시 축하 행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립 공원(State Parks) 및 유적지는 야외
레크리에이션 및 가족 친화적인 즐거움을 경험하도록 연중 무수히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 개최되는 연말연시를 주제로 한 행사들은 뉴욕 주민과 방문객들이
뉴욕주립공원에서 제공하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겨울 활동을 탐험해 보도록 권장하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다가오는 연말연시의 모든 행사 목록을 확인하기 위해 parks.ny.gov/events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을 선택한 후 그 지역 인근에서 개최되는 행사를 보기 위해
‘행사 찾기(Find an Event)’를 선택하십시오. 행사에 참여하려면 사전 등록 및 또는
입장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연말연시를 주제로 하는 행사들 중 일부에는 롱아일랜드의 플랜팅 필즈 수목원(Planting
Fields Arboretum) 나무 조명, 웨스턴 뉴욕의 레이크 온타리오(Lake Ontario)가 내려다
보이는 올드 포트 나이아가라(Old Fort Niagara)의 촛불 투어, 미드 허드슨 밸리의
클러몬트와 스태츠버그의 우아하게 장식된 역사적인 주택 투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센트럴 뉴욕의 그린 레이크스 주립공원(Green Lakes State Park)에 장식하는
연말연시 쿠키, 뉴욕시의 클레이 피트 폰즈 주립공원(Clay Pit Ponds State Park)의 화환
만들기, 주도 지역의 그래프턴 레이크스 주립공원(Grafton Lakes State Park)의 연말연시
자연 공예품, 로어 미드 허드슨 밸리의 필립스 매너 홀 주립 유적지(Philipse Manor Hall

State Historic Site)의 생강빵으로 집 만들기 경연대회 등이 개최될 것입니다. 첫 번째 날
기념 하이크(First Day Hike) 행사가 핑거 레이크스의 세네카 레이크 주립공원(Seneca
Lake State Park)에서 개최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드 워크스(Wood Walks) 행사가 겨울
시즌 내내 사우전드 아일랜드의 로버트 모지스 주립공원(Robert Moses State Park)에서
개최됩니다.
공원, 여가 및 역사보존 사무국(Office of Parks, Recreation and Historic
Preservation)의 Rose Harvey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말연시는 가족과
친구들이 주립 공원이나 유적지를 방문하여 새로운 전통을 시작하고 연말연시를 주제로
한 수많은 활동 중 하나에 참여할 수 있는 완벽한 시기입니다. 연말연시를 주제로
뉴욕에서 실시되는 이 행사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한 행사입니다.”
뉴욕주 공원, 여가 및 역사보존 사무국(New York State Office of Parks, Recreation and
Historic Preservation)는 매년 6,900만 명의 사람들이 방문하는 250 곳이 넘는 공원,
사적지, 레크리에이션 트레일, 골프 코스, 보트 진수장, 기타 장소 등을 감독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뉴욕주립공원(New York State Parks)은 공원 및 방문객 지출로 50억
달러를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수익으로 약 54,000 개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휴양지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518-474-0456으로 전화 문의하시거나 www.parks.ny.gov를 방문하십시오.
페이스북(Facebook)으로 저희와 관계를 맺으시거나 또는 인스타그램(Instagram)과
트위터(Twitter)를 팔로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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