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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4년 4월 25일 

CUOMO 주지사는주지사는주지사는주지사는 뉴욕주에서뉴욕주에서뉴욕주에서뉴욕주에서 식목일을식목일을식목일을식목일을 기념하여기념하여기념하여기념하여 도시도시도시도시 임업임업임업임업 보조금으로보조금으로보조금으로보조금으로 거의거의거의거의 80만만만만 달러를달러를달러를달러를 발표발표발표발표 

 

주를주를주를주를 통한통한통한통한 환경환경환경환경 보호보호보호보호 기금기금기금기금 보조금은보조금은보조금은보조금은 도시의도시의도시의도시의 녹색녹색녹색녹색 공간을공간을공간을공간을 추가추가추가추가 및및및및 향상할향상할향상할향상할 것것것것 

 

국립 식목일을 맞이하여,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국가 및 단체에서 지역 사회를 위한 총 

797,437 달러의 도시 임업 보조금을 발표했습니다. Albany에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플라자에서의 행사에서, 주 환경 보전국(DEC)과 여러 주 기관및 산업 협회로 구성된 주 식목일 

위원회에는 보조금 발표와 함께 연례 나무 심기 이벤트의 결합에 대한 다른 주와 지역 공무원들의 

합류하였습니다. 

 

“식목일과 지구의 주는 모든 뉴욕 시민에게 옛말에 대해 재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모로부터 땅을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이들에게서 빌린 것 

뿐입니다.”라고 Cuomo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뉴욕 주변 지역 사회에 있는 나무를 보호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보조금은 우리 주의이상에 대한 약속의 일부입니다. 나는 그들의 노력에 

합당한 보조금을 부여받는 사람들을 축하하고 친환경 뉴욕 주를 구축하는 모습을 보기를 

기대합니다.” 

 

식목일은 전국적으로 기념하는 행사이며 나무 심기, 나무 보호 그리고 우리의 환경, 경제, 삶의 

질에 대한 나무의 중요성을 강조를 촉진합니다. 1872년 네브래스카에서 by J. Sterling Morton에 

의해 제정된 식목일은 매년 4월의 마지막 금요일에 기념됩니다. 그것은 그늘, 쉼터, 음식, 연료와 

아름다움을 열 수 있는 영역을 제공하기 위해 농부들과 백인 이민자들이 나무를 심도록 장려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올해는 주 전역에 걸쳐 34개 도시, 타운, 빌리지와 비영리 단체에 도시 및 지역 사회 임업 

보조급으로 797,437 달러가 수여되었습니다. 보조금 수여자 목록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 환경 보호 기금(EPF)에 의해 지원을 받은 보조금은 여러가지 프로젝트를 지원합니다. 

지역사회나무 심기, 나무 재고 및 관리 계획 그리고 폭풍 물 관리를 지원하는 녹색 인프라 

프로젝트를 포함합니다.  

 

“식목일은 나무가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가지는 재생 가치와 우리의 환경과 삶의 질을 보호 및 

강화에 대한 그들의 역할을 재고하게 해주는 중요한 날입니다.”라고 위원 Martens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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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는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뉴욕의 도시 지역의 풍경을 아름답게 하고 공기의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 발표된 보조금은 지역 사회의 그린 전문가와 봉사자들이 기존 나무를 

보호하고 새로운 나무를 심도록 최고의 관리 방법을 사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무들이 제공하는 이익의 극대화를 할 것입니다.”  

 

주 농업 국장 대행 Richard A. Ball은 “매년 우리는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나무의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도록 매년 자랑스럽게 식목일을 기념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매 계절에, 나무는 

겨울의 크리스마스 트리 재배를 위해 일자리를 만들고, 봄에 메이플 시럽 생산자 및 여름에는 풍경 

보육 사업자 및 가을에는 관광 관련 산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진정한 경제 엔진입니다. 올해, 저는 

미래 세대가 즐길 수 있도록 나무를 심음으로서 뉴욕 시민들이 식목일을 포용하기를 격려하는 

바입니다.”  

 

상원 의원 Mark Grisanti는 “우리는 오늘 뉴욕 주에 있는 나무들의 엄청난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이점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도시 임업 보조금은 우리의 커뮤니티에 

숲을 구성하고 우리의 도시 중심이 더 건강해지고 살기에 더 아름다운 장소로 만들 것입니다.” 

 

하원 의원 Member John T. McDonald III는 “지방 자치 단체가 도시와 지역 사회 산림을 보존하고 

증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보조금은 우리의 도시, 타운, 빌리지들이 

지역 사회 차원의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더 매력적인 도시의 모습을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환경적 자연석 자원을 증진시키고 녹색 지역을 제공하고 레크리에이션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원 의원 Bob Sweeney는 “국립 식목일은 나무의 가치와 우리의 환경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는 날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무는 공기 정화와 공기에 산소를 추가합니다. 또한 

그늘을 제공하고 이산화탄소를 사용하여 기후 변화에 대응합니다. 금년 증가된 국가 환경 보호 

기금의 할당은 국가의 도시 임업 프로그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EPF하에서 오늘 발표된 보조금은 

지역 사회가 공기와 수질의 혜택 및 뉴욕 주민들을 위한 환경 보건에 대한 혜택을 위해 그들의 

나무를 관리하고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녹색에 대해 언급할 때, 환경을 보존하는 것은 우선순위이자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라고알바니 카운티 이그제큐티브 Daniel P. McCoy가 말했습니다. “나무, 숲과 녹색 

공간은 모두 마음으로 옵니다. 나는 여기서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정 받는 Cuomo 주지사의 

리더십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환경 보호에 대한 그의 노력에 대해 호주는 남호주 국제 기후 변화 

리더십 수상을 그를 기리고 있습니다.” 

 

“식목일은 나무가 우리의 이웃을 아름답게하고 우리의 환경을 증진시킨다는 중요성을 인식하는 

중요한 날입니다.” 올바니 시장 Kathy M. Sheehan가 말했습니다. “올버니 시는 ‘트리 시티’로 

지정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올버니에서 지역 사회에서 나무를 심으면서 식목일을 

기념했습니다. 우리의 주도는 지속적으로 식목일의 목표에 부합하기 위해 더 지속적이고 걷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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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고 자전거 타기에 좋은 사회가 되기 위해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행사는 올버니의 시내 중심에 위치한 엠파이어 스테이트 플라자의 북쪽 끝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 부지에는 북부 레드 오크 나무들이 가득하며 올버니에 공무원과 방문객들에게 

인기있는 점심 시간을 위한 장소 역할을 합니다. 나무의 “가격 태그”는 이 나무의 장점을 설명하는 

붉은 오크를 장식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공원에서 하나의 나무는 평균적으로 15년 동안 1,500 

달러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올해의 기념 나무는 Schenectady의 Northern Nurseries에서 

기증했습니다. 

 

식목일 행사는 또한 DEC의 어린이 포스터 대회 수상자인 Suffolk 카운티 Commack의 John 

Mandracchia Sawmill 중학교의 Annika Chang의 작품을 전시하였으며, 식목일의 전문가 

포스터에서는 제퍼슨에 있는 Watertown의 Faye Martin의 ‘재생’이 기여되었습니다. 

 

또한, 뉴욕 주 수목 재배자는 뉴욕시에 본사를 둔 Trees New York의 전 전무 이사 Susan Gooberman 

에게 Gold Leaf 상을 수여했습니다. 뉴욕 나무 농장 위원회는 올해의 뛰어난 나무 농부(Outstanding 

Tree Farmer)로 Catskills의 Hartwood Club를 선정하였으며 뉴욕주 나무 농장 관리자(New York State 

Tree Farm Inspector)로 Rockland 카운티 Nyack의 Christopher Prentis를 선정하였습니다. 

 

뉴욕 주에서의 식목일은 농업 시장 및 환경 보전, 뉴욕 주 보육 조경 협회, 뉴욕 주 수목 재배자, 

국제 종이와 엠파이어 주 임산물 협회뉴욕 주 부서의 대표들로 구성 식목일위원회에 의해 

조정됩니다. 

 

식목일을 기념하는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역의 DEC 사무실, 방문하십시오. 

http://www.dec.ny.gov/lands/5274.html 혹은 DEC 웹사이트 혹은 518-402-9425로 전화 하십시오. 

 

도시도시도시도시 및및및및 지역지역지역지역 사회사회사회사회 임업임업임업임업 보조금보조금보조금보조금 수여자들수여자들수여자들수여자들:  

County Applicant  Project Name Grant Amount 

Broome 
City of 

Binghamton 

City of Binghamton 

Comprehensive Tree Inventory - 

Phase 1 

$25,000 

Chautauqua 
City of 

Jamestown, NY 

City of Jamestown, NY - Street 

Tree Inventory 
$25,000 

Chenango 
Village of New 

Berlin 

Arbor Day Tree Planting 

Celebration 
$550 

Chenango 
Village of New Village of New Berlin Tree 

$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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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lin Inventory 

Cortland City of Cortland 

East End Neighborhood 

Reforestation Program - Tree 

Planting Project 

$16,800 

Dutchess 
Town of East 

Fishkill 

Let's Count Trees - Street Tree 

Inventory 
$22,482 

Erie 
Town of 

Cheektowaga 

Town of Cheektowaga Tree 

Management Plan 
$50,000 

Erie 
Town of 

Tonawanda 

Town of Tonawanda 2014-2015 

Tree Planting Project 
$37,770 

Erie 
Town of 

Tonawanda 

Town of Tonawanda Tree 

Inventory Project 
$49,697 

Franklin 

Franklin County 

Soil & Water 

Conservation 

District 

Franklin County Arbor Day Event 

2014 
$1,000 

Genesee City of Batavia 
City of Batavia Tree 

Management Plan 
$15,000 

Genesee Village of Bergen Village of Bergen Tree Inventory $5,355 

Jefferson City of Watertown 
City of Watertown Street Tree 

Inventory Project 
$25,000 

Kings 
Gowanus Canal 

Conservancy, Inc. 

Gowanus Street Tree Inventory 

Plan 
$12,752 

Kings 
Gowanus Canal 

Conservancy, Inc. 

Gowanus Street Tree 

Management Plan 
$38,462 

Monroe 
Village of 

Brockport 
Tree Management Project $6,900 

Monroe 
Village of 

Brockport 
Tree Planting Project $10,820 

Nassau 
Lawrence High 

SAFI (Student Advocates for 

improvement at LHS) Rebuilding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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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 After Super Storm Sandy 

New York 
City Parks 

Foundation  

Tree Inventory for Inwood Hill 

Park 
$50,000 

New York Trees New York 
Trees Please! - Tree Planting 

Grant 
$10,750 

New York Trees New York 

Western Queens: Tree 

Stewardship and Pruning - Tree 

Maintenance  

$34,790 

Oneida 
Village of Holland 

Patent 

Arbor Day Grant - Park Avenue 

on the Village Green and Elm 

Street 

$1,000 

Onondaga 

Cornell 

Cooperative 

Extension of 

Onondaga County 

Southwest Neighborhood 

Reforestation Project - Tree 

Planting Grant 

$41,000 

Onondaga Town of DeWitt DeWitt Tree Management Plan $5,000 

Onondaga Town of DeWitt 
2014 DeWitt Green Tree Project 

- Tree Planting Project 
$12,500 

Onondaga Town of DeWitt DeWitt Tree Inventory $25,000 

Onondaga 
Village of 

Fayetteville 

EAB Impact Mitigation Project - 

Maintenance Project 
$12,500 

Orange 
City of 

Middletown 

Middletown Parks Tree 

Inventory 
$25,000 

Orange City of Newburgh 
City of Newburgh - Tree 

Inventory 
$25,000 

Orange City of Port Jervis 
Port Jervis Adopt-A-Tree 

Program, Phase II - Tree Planting 
$5,134 

Orange 
Village of 

Montgomery 

Arbor Day Grant - Montgomery 

Bandstand Park 
$1,000 

Queens City Parks 

Foundation - NY 
Bronx Neighborhood Tree 

$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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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e Trust Planting for Stewardship 

Queens 
Public School 229, 

Emanual Kaplan 
Arbor Day Apple Tree Planting $1,000 

Queens 

Rockaway 

Waterfront 

Alliance 

Rockaway Dune Forest 

Restoration Project 
$50,000 

Queens 

Rockaway 

Waterfront 

Alliance 

Rockaway Arverne Dune 

Preserve Tree Inventory Project 
$50,000 

Rockland Village of Nyack Nyack Tree Inventory $9,900 

Steuben Village of Bath Tree Planting Project $3,275 

Suffolk 
Incorporated 

Village of Poquott 

Village of Poquott Tree 

Inventory 
$19,500 

Suffolk 
Village of 

Asharoken 
Arbor Day Event $1,000 

Sullivan 
Village of 

Wurtsboro 

Arbor Day Grant - Village of 

Wurtsboro Quick Start Grant 
$1,000 

Ulster 
Town of 

Shawangunk EMC 

Garrison Park Re-Forestation - 

Tree Planting Grant 
$1,000 

Westchester 
Village of Sleepy 

Hollow 
Sleepy Hollow Tree Inventory $16,000 

TOTAL AWARDS:  $797,437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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