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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3년 5월 28일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뉴욕의뉴욕의뉴욕의뉴욕의 태풍태풍태풍태풍 피해피해피해피해 복구를복구를복구를복구를 전담할전담할전담할전담할 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 지명지명지명지명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의 태풍 Sandy, Irene 및 Lee의 피해로부터 회복하려는 

복구 노력을 전담할 인물들을 지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지난 2년 동안, 뉴욕주 전체의 지역사회는 악천후로 발생한 피해를 목격하고 

경험했습니다. 주택, 사업체, 기간시설이 Sandy, Irene, Lee의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에서 

파괴되었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전체 뉴욕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더 강력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지명한 민간 서비스, 

비상대책 관리, 지역사회 관계 및 계획 부문에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은 뉴욕주의 복구 작업을 

원활하게 진행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태풍태풍태풍태풍 피해피해피해피해 복구복구복구복구 책임자책임자책임자책임자 

 

주지사는 Seth Diamond씨를 태풍 피해 복구 책임자로 지명했습니다. Diamond씨는 주택, 사업체, 

교통, 해안 및 육지 기간시설, 지역사회 계획 프로그램 등을 포함하여 태풍 Sandy, Irene 및 Lee를 

위한 태풍 피해 복구 프로그램을 감독하게 됩니다. 그는 뉴욕주 및 복구 및 재건 노력을 담당하는 

연방기관과 협력합니다.  

 

최근에Diamond는 2010년 4월부터 담당해온 뉴욕시 노숙자 서비스국(Department of Homeless 

Services)의 국장으로 일했습니다. 그는 국장으로서 뉴욕시 노숙자에게 보호소와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담당하는 기관을 운영했습니다.  또한 뉴욕시 재난 관리 리더십 팀의 일원으로서 

모든 주민을 위한 대피 장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Seth Diamond씨의 23년 동안의 리더십에 크게 감사하고 있습니다”라고 Mayor Michael 

R. Bloomberg 시장은 말했습니다.  “2회에 걸쳐 행정부에서 일한 Seth씨는 미국 최대 복지개혁 

운동을 실행하고 뉴욕시의 Back to Work 및 WeCARE 프로그램을 설립하는 일을 도왔습니다. 노숙자 

서비스국(Homeless Services)의 국장으로서 Seth씨는 보호소의 더 많은 개인 및 가족이 일자리와 

연결되도록 돕고 있습니다. Seth 국장의 노력으로 혜택을 입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그의 

리더십과 열정에 감사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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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자 서비스국(Department of Homeless Services)에 합류하기 전Diamond는 인적자원 

관리국(Human Resources Administration)의 가족 독립 관리국(Family Independence Administration) 

부국장으로 일하면서 뉴욕시의 공적부조 및 푸드 스탬프 프로그램을 감독했습니다. 

이전에는Rudolph Giuliani 전 시장의 정책 담당자로 일했으며 전 뉴욕시위원회의 Andrew J. Stein 

회장을 위한 특별 고문으로 일했습니다. Diamond는 민간 부문에서 일하기 전에 워싱턴 D.C의 

Arnold & Porter에서 일했으며 뉴욕시 Moynihan Committee의 커뮤니케이션 담당자로 일했습니다. 

 

Diamond는 Brown University에서 A.B 학위를, New York University 법대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지역사회지역사회지역사회지역사회 재건재건재건재건 구역구역구역구역 프로그램프로그램프로그램프로그램 리더리더리더리더  

 

주지사는 Community Reconstruction Zones(CRZ) 프로그램 하에 다양한 지역을 감독하기 위해 다음 

인물을 지명했습니다. CRZ 프로그램은 태풍 Sandy, Irene 또는 Lee로 심하게 손상된 지역사회에 

활력을 줄 전반적인 지역사회 중심 운동으로서 주 및 연방 정부가 자금을 제공할 종합적이며 

혁신적인 지역 재건 계획을 수립합니다.   

 

Lori DuBord씨는씨는씨는씨는 Catskills/Mid-Hudson CRZ 프로그램을프로그램을프로그램을프로그램을 책임집니다책임집니다책임집니다책임집니다. DuBord는 최근에 Office of 

Congressman Maurice Hinchey의 지역 대표로 일하면서 정부의 모든 직위 담당자, 비영리 기관, 민간 

부문 등과 연방 프로그램 및 자금 조달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협력했습니다. 그는 이전에 지역 

부대표 및 국회의 연락 담당자로 일했습니다.  

 

Laura Munafo는는는는 Nassau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CRZ 프로그램프로그램프로그램프로그램 책임자로책임자로책임자로책임자로 일했습니다일했습니다일했습니다일했습니다. Munafo는 최근까지 Nassau 

카운티 비상사태 관리실(Office of Emergency Management)에서 지역사회 서비스 담당자로 

일했습니다. 그 동안 FEMA의 태풍 Sandy가 지나간 후 Nassau 카운티의 Sheltering and Temporary 

Essential Power Program을 설립하여 감독했습니다. 또한 태풍이 발생한 동안과 그 후에 카운티를 

대신하여 FEMA, 뉴욕주, 지방 기관과 협력했습니다. Sandy 피해자를 위한 장기적인 주택 방안을 

제공하기 위한 카운티의 노력에도 협력했습니다.  

 

Vanessa Lockel은은은은 Suffolk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CRZ 프로그램의프로그램의프로그램의프로그램의 리더를리더를리더를리더를 담당합니다담당합니다담당합니다담당합니다. Lockel은 현재 American 

Beverage Association의 뉴욕시 지역 책임자로 일했습니다.  이전에는 몇 년 동안 민간 부문에서 

일했습니다. 뉴욕주 Thomas DiNapoli 회계 감사관 사무실과 뉴욕주 은행 관리국(Banking 

Department)의 지역사회 운동 책임자 사무실에서 언론 담당 부서기장 및 재무 교육 코디네이터로 

일했습니다.  

 

Claudia Filomena는는는는 New York City CRZ 프로그램의프로그램의프로그램의프로그램의 공동공동공동공동 리더로리더로리더로리더로 일하게일하게일하게일하게 됩니다됩니다됩니다됩니다. Filomena는  

2006년부터 뉴욕시를 위해 일해왔습니다. 그는 현재 시장실의 지역사회 업무부의 Queens 

책임자로 일하면서 Bloomberg 행정부와 Queens 지역사회 그룹 사이의 연락 담당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또한 Queens 남부 지역의 태풍 Sandy 복구 노력을 지시하고 다양한 건물 대피, 악천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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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비상대책을 포함한 뉴욕시의 비상사태에 대한 대책을 세웠습니다.  

 

Chelsea Muller는는는는 New York City CRZ 프로그램의프로그램의프로그램의프로그램의 공동공동공동공동 리더로리더로리더로리더로 일하게일하게일하게일하게 됩니다됩니다됩니다됩니다. Muller는 안전하고 

건강한 주택을 위한 비영리 기관인 Rebuilding Together NYC의 최고 책임자로서 저소득층 주택과 

비영리 시설을 수리하고 개조하는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이전에는 워싱턴주 Tacoma에서 

Rebuilding Together South Sound의 프로그램 책임자로 일했습니다. 비영리 부문에 합류하기 전에는 

Nevada와 Oregon주의 미디어 산업에 종사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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