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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0일 ROWLAND HEIGHTS BUCKBOARD 퍼레이드 및 축제
ROWLAND HEIGHTS, CA –2018년 9월 18일 –올해의 버크 보드 데이 퍼레이드와 축제는
2018 년 10 월 20 일 토요일에 열릴 예정이며, "Rowland Heights를 통한 여권"이라는 주제로 그
어느 때보 다 더 성대한 축제가될 것입니다. 퍼레이드는 Nogales와 Colima 코너에서 오전 9시에
시작되며, 오전 11시 30 분부터 오후 2 시까지 Rowland Heights 카운티 공원에서 끝나게 됩니다.
지역 단체 및 개인을 위한 입장료는 없습니다. 스폰서가 아닌 비즈니스 및 상업용 입장료는 50
달러입니다. BUCKBOARD 퍼레이드 및 축제 항목의 최종 마감일은 2018 년 10 월 2 일입니다.
모든 신청서는 올해 온라인으로 제공되며 www.buckboarddaysparade.org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퍼레이드에는 다양한 지역 학교 밴드, 지역 사회 단체, 승마 단체, 수레 및 말 타기
보드가 있습니다. 2018 Grand Marshal은 Ed Royce 하원 의원입니다.
Buckboard Days 퍼레이드 이후 Rowland Heights 카운티 공원의 가족 축제가 오전11시30
분에서 오후 2시 까지 있게 됩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부서에서

주관하에 모든 사람들을 위해 다양한 무대와 공원 전역에서 음식, 수공예 및 공예품 및 지역 사회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커뮤니티 부스가 제공됩니다.
하시엔다 하이츠 키 와니스 (Hacienda Heights Kiwanis)는 오전 7 시부터 시작하는
퍼레이드 전부터 팬케이크 아침 식사를 후원합니다. 일찍 와서 Colima (1747 Nogales St,
Rowland Heights) 코너에있는 Nogales의 Bell Memorial Church 주차장에서 아침 식사를
즐기십시오. 아침 식사는 1 인당 $ 5입니다.

BUCKBOARD DAYS 퍼레이드 후원자들에 감사드립니다:
이벤트 후원자 : First General Bank, LA County Supervisor Janice Hahn, 4th District, David and
Teri Malkin, Puente Hills Toyota and STC Foundation. DIAMOND 후원자: Southern California
Gas Company, Gilbert Cisneros for Congress, Kaiser Permanente Baldwin Park, Rowland Water
District, State Senator Ling Ling Chang, and Walnut Water District.
제 45 회 Rowland Heights Buckboard Days 페레이드는 RH Buckboard Day Parade 위원회에서
주최하며 축제는 로스 앤젤레스 카운티와 로스 앤젤레스 카운티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부서에서
주최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www.buckboarddaysparade.org Facebook/Twitter/Instagram
RHBuckboardDays #RHBuckboardDays 에서 확인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