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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 트러스트(Land Trust) 이사회,
타미카 버틀러(Tamika Butler)를 전무 이사로 임명하다
믿음 직 스러운 Nonprofit (비영리 단체) 커뮤니티의 리더로서 로스앤젤레스를 남다른 서비스 정신으로 이끄실 분

로스앤젤레스 랜드 트러스트 (Los Angeles Neighborhood Land Trust) 비영리 단체는 공원 빈민 지역에
공원과 정원 설계를 하며 로스앤젤레스의 사회 및 인종적 평등과 건강을 향상합니다. 랜드 트러스트는 비영리
단체의 오랜 지지자이자 로스앤젤레스의 리더인 타미카 버틀러 (Tamika Butler)를 전무 이사 총괄로
임명합니다.

랜드 트러스트 (Land Trust)의 칼 케이드 (Carl Cade) 이사회 위원장님께서는 "2016 년은 랜드
트러스트 (Land Trust)가 공공 정책 및 공원 개발에서 큰 성과를 얻은, 아주 축복받은
연도였습니다. 이사회 모두 2017 년 및 앞으로 수년간 더 큰 성공을 이룰 수 있도록 역동적으로
인도해 주실 타미카 버틀러 (Tamika Butler) 전무 이사를 채용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
올해 랜드 트러스트(Land Trust)는 창립 15 주년을 기념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단체는 LA 에 있는 가족 및
커뮤니티를 위한 25 개의 공원과 정원을 개발했습니다. 랜드 트러스트 (Land Trust)의 임무는 로스앤젤레스의
열악한 지역에 푸른 공간과 레크리에이션 공간이 부족한 곳에 도시공원과 커뮤니티 정원을 조성하여, 매우
건강하고 안전하며 강건한 공동체를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타미카 (Tamika) 전무 이사는 법률, 사회 복지 및 비영리 단체에 관한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녀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자전거 연합 (Los Angeles County Bicycle Coalition), LACBC 의 이사였습니다.
LACBC 를 이끌 기 전 타미카 (Tamika)이사는 리버티 힐 파운데이션 (Liberty Hill Foundation)의 사회 변화 전략
담당 이사였으며 영 인빈시블스 (Young Invincibles)에서 캘리포니아 책임자로 일했습니다. 그녀는 법률 구조
협회- 고용 번호 센터 (Legal Aid Society - Employment Law Center)에서 고용 변호사로 3 년간 정책 부문에서
일하였습니다. 타미카 (Tamika) 전무 이사는 스탠포드 법대 (Stanford Law School)에서 J.D.를 받았고, 그녀의
고향인 오마하 (네브래스카 주)에서 B.A.의 심리학과 B.S.의 사회학과를 배웠습니다. 타미카 전무 이사는
이전에 레즈비언 권리 이사회의 공동 의장이였으며 로스앤젤레스의 뉴 리더스 카운슬 (New Leaders Council)
연구소의 공동 디렉터로 활동하고 있고, 람다 문학 재단 (Lambda Literary Foundation) 과 T.R.U.S.T. South
LA 의 이사회이며 법률 구조 협회 – 여성과 스포츠 (Legal Aid Society - Women in Sports)의 자문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로스앤젤레스 랜드 트러스트에 (Los Angeles Land Trust)에 합류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알리나 복데 (Alina Bokde) 전 전무 이사님께서는 이 단체의 임무가 경이로운
직원들과 함께 강해지도록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였습니다. 저의 사회 중심적인 비전을
공원 공평성 분야에서는 최고인 이 단체에 실천하게 될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공원은
사회를 풍부하게 만들고 그 사회에 있는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하지만 이 일은 사회에
있는 부정적인, 불공평적인 일들에 대해 정직해져야지만 제대로 설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랜드 트러스트의 주요 임무가 되기를 기대하는 소망입니다. 공평한 인종 대우와
사회 정의에 초점을 맞춘 공원의 장래는 밝습니다. 우리 단체의 훌륭한 팀, 회원들과 파트너를
만나 이 중요한 임무에 열정을 붓기를 기대합니다.” - 타미카 버틀러 전무 이사님께서

버틀러(Butler) 전무 이사는 알리나 복데 (Alina Bokde) 전 전무 이사가 2017 년 1 월에 LA 카운티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부서의 기획 및 개발 담당 부국장으로 임명된 후 임시 이사로 근무한 데이비드 앙드레 키엣츠맨
(David Andrés Kietzman) 을 대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