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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3년 7월 18일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폭풍폭풍폭풍폭풍 피해피해피해피해 재건을재건을재건을재건을 위한위한위한위한 기금기금기금기금 7억억억억5,000만여만여만여만여 달러를달러를달러를달러를 수령할수령할수령할수령할 102개개개개 New York Rising 

커뮤니티를커뮤니티를커뮤니티를커뮤니티를 선정하다선정하다선정하다선정하다 

프로그램프로그램프로그램프로그램 개시를개시를개시를개시를 위해위해위해위해 HUD 국장국장국장국장 Donovan과과과과 주주주주 차원의차원의차원의차원의 태풍태풍태풍태풍 피해피해피해피해 복구복구복구복구 컨퍼런스컨퍼런스컨퍼런스컨퍼런스 개최개최개최개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지난 2년 동안 자연 재해를 겪은 후 뉴욕주가 마련한 뉴욕 태풍 

피해 지역사회 재건 프로그램(New York Rising Community Reconstruction Program)을 개시하여 

지역사회에서 결성되고 연방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전략을 구축 및 구현하여 향후 악천후에 

대비하여 지역사회를 재건 및 강화하기 위한 힘을 실어주게 되었습니다. 주지사는 연방 태풍 샌디 

재건 태스크 포스(Federal Hurricane Sandy Rebuilding Task Force)와 200여 지역사회 책임자 및 기획 

담당자를 이끄는 주택 및 도시 개발국(HUD)의 Shaun Donovan 국장과 함께 Albany를 방문하여 

“재건 운동: 뉴욕주 태풍 피해 복구 컨퍼런스(Building Back Better: New York State Storm Recovery 

Conference)”라는 제목의 컨퍼런스에서 프로그램 개시를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뉴욕 태풍 피해 지역사회 재건 프로그램은 지난 1년 동안 뉴욕주를 강타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로부터 지역사회가 회복할 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뉴욕을 더 나은 주로 회복시키려는 노력은 주요 기간시설 및 광범위한 투자 전략을 

전개하는 것은 물론, 지방 정부가 미래에 투자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복구 작업이 끝나면 뉴욕주가 미래의 자연 재해에 더욱 

민첩하고 더 확고하며 치밀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도전과제를 해결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HUD의 Shaun Donovan 국장은 “뉴욕 태풍 피해 지역사회 재건 프로그램(New York Rising Community 

Reconstruction Program)으로 뉴욕을 더 강력하고 경제적 경쟁력을 갖추었으며 미래의 태풍을 더 잘 

이겨내는 주로 만들어줄 확고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의 혁신적 

계획은 개별 프로젝트를 향후 가정과 소규모 사업체를 보호하는 통합 노력의 일환으로서 생각하는 

이 태스크 포스의 지역사회 차원의 접근 방법과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뉴욕 태풍 피해 지역사회 재건 프로그램(New York Rising Community Reconstruction Program)은 

102개의 피해가 심한 지역사회를 지원하여 종합적이고 혁신적인 재건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이 

계획은 각 지역사회의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하며 지역사회 리더, 전문가, 책임자로 구성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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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위원회가 수립합니다. 보조금 금액은 FEMA가 평가한 피해 정도, 신규 인프라 및 기타 완화 

정책에 대한 신청서를 기준으로 정해지며, 지역사회 계획이 완료되어 승인을 위해 뉴욕주에 

제출되면 제공됩니다. 지역사회는 주지사가 올해 초 의회와 협력하여 획득한 연방 보조 전용금을 

통해 제공될 약 5억 달러의 자금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전국의 경제 개발, 회복 능력, 도시 지속 가능성, 환경적 영향, 엔지니어링과 같은 분야의 

전문가들은 혁신적 전략, 솔루션, 재난 복구 노력에서 얻은 교훈 등에 대해 시민, 뉴욕 태풍 피해 

지역사회 재건 프로그램(New York Rising Community Reconstruction Program) 리더 등과 논의하여 

복구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이러한 논의 사항은 향후 첨단 솔루션, 프로젝트, 지역사회 기획 

위원회를 위한 아이디어를 수립하는 기반이 되고 동기 부여가 될 것입니다. 이 컨퍼런스는 기획 

절차의 첫 번째 단계이며 각각의 뉴욕 태풍 피해 지역사회에게 8개월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주지사는 뉴욕주가 FEMA 지원 위험요소 완화 보조금 프로그램(HMGP)에서 2억 5000만 달러 

이상을 이 계획에 포함된 해당 프로젝트 실행을 위해 뉴욕 태풍 피해 지역사회에서 사용하도록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허리케인 Irene, 열대성 폭우 Lee 및 수퍼폭풍 Sandy의 경우처럼 

대통령의 재난 선포 후에 FEMA는 자연 재해로부터 생명 상실 및 재산 손괴를 줄이기 위한 지역 

위험 완화 계획 및 장기적 위험 완화 조치를 지원하는 교부금 프로그램을 주정부가 시행하도록 

HMGP 예산을 제공합니다. 해당 프로젝트에는 향후의 자연 재해로부터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인프라나 건물 개조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http://nysandyhelp.ny.gov/content/hazard-mitigation-grant-program-hmgp-0을 방문하십시오.  

 

James S. (Jamie) Rubin, 뉴욕뉴욕뉴욕뉴욕 태풍태풍태풍태풍 피해피해피해피해 지역사회지역사회지역사회지역사회 재건재건재건재건 프로그램프로그램프로그램프로그램(New York Rising Communities 

Program) 주도주도주도주도 

 

주지사는 Jamie Rubin씨를 뉴욕 태풍 피해 지역사회 재건 프로그램(New York Rising Community 

Reconstruction Program) 책임자로 임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Mr. Rubin은 현재 HUD의 Shaun 

Donovan 국장의 수석 고문이며 대통령 산하 태풍 Sandy 복구 및 재건 태스크 포스 담당 뉴욕주 

책임자입니다. 예전에는 Brookings Institution Metropolitan Policy Program의 비거주민 수석 

펠로우로서 Buffalo 및 Detroit와 같은 도시와 협력하여 혁신적인 경제 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구현했습니다. 2012년 5월까지 2가지 펀드에서 17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관리하는 전세계 사모 

펀드인 BC Partners에서 수석 파트너로 일했습니다. 그는 2008년 5월에 BCP에 입사하여 이 기업 

최초의 미국 사무소를 설립하고 팀을 만들어 BCP의 10억 달러 이상의 미국 직접 투자를 

지시했습니다. 이전에 Mr. Rubin은 One Equity Partners와 JP Morgan의 사모펀드에서 파트너로 

일하면서 2001년 자금 조달 파트너 중 하나로 일했습니다. 그는 Harvard College(1985)와 Yale Law 

School(1993)을 졸업했습니다. 

 

Jamie Rubin은 “뉴욕주의 지역사회는 지난 2년 동안 강력한 태풍이 휩쓸고 간 후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Cuomo 주지사가 개최한 오늘 컨퍼런스는 지역사회에 가장 적절한 작업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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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가 재건 절차를 직접 실행하도록 하고 더 강력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주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저는 뉴욕 태풍 피해 지역사회 재건 프로그램(New York Rising Community Reconstruction 

Program)의 책임자로서 주지사와 함께 재건 작업을 돕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Jon Kaiman, Long Island 태풍태풍태풍태풍 피해피해피해피해 복구복구복구복구 공사공사공사공사 주도주도주도주도  

 

주지사는 또한 North Hempstead 타운 감독관 Jon Kaiman을 Long Island 태풍 피해 복구 특별 

고문으로 임명했습니다. Jon Kaiman은 2004년부터 North Hempstead 타운의 감독관으로 

일했습니다. Mr. Kaiman은 타운 감독관으로서 민원을 신속 처리하고 주민 서비스를 가속화하고 

인재를 최적화하도록 도와주는 최초의 교외 지역 311 주민 대응 시스템을 포함하여 몇 가지 혁신적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또한, Mr. Kaiman은 North Hempstead의 타운 차원의 학교 

재활용 프로그램(Townwide School Recycling Program), S.T.O.P. (Stop Throwing Out 

Pollutants/Pharmaceutical Collection Event), Operation Clean Sweep, EcoFest와 같은 North 

Hempstead의 지구의 날 프로그램 등을 포함하여 몇 가지 친환경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이브리드와 전기 자동차를 직접 구입하여 North Hempstead의 친환경화를 주도했습니다. 

 

또한 Long Island 태풍 피해 복구 담당 특별 고문으로서 주지사의 Sandy 피해 주민, 사업체, 

지역사회의 대변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특별 고문의 주요 업무는 Long Island의 뉴욕 태풍 피해 

지역사회를 위한 주 차원의 지원을 조율하는 것이 됩니다. 

 

Jon Kaiman은 “저는 Long Island 태풍 피해 복구 담당 특별 고문으로서 Cuomo 주지사 및 지역 

책임자와 협력하여 Long Island에서 뉴욕 태풍 피해 지역사회의 성공적인 복구를 위해 노력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태풍 Sandy는 뉴욕주에 발생한 최악의 태풍 중 하나였으며 더 

강력하고 살기 좋은 뉴욕을 만들기 위해 우리의 노력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컨퍼런스를 통해 피해 복구 및 재개발과 관련된 분야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모을 것으로 예상되며 

주지사의 재건 프로그램에는 Long Island에 더 강력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자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태풍의 피해를 입은 지역 책임자 및 주민들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미래를 위해 타운과 마을을 재건하고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역사회지역사회지역사회지역사회 계획계획계획계획 수립을수립을수립을수립을 촉진할촉진할촉진할촉진할 웹웹웹웹 기반기반기반기반 포털포털포털포털 및및및및 페이스북페이스북페이스북페이스북 페이지페이지페이지페이지  

 

주지사는 또한 각 지역사회의 계획 수립 위원회가 절차를 전담하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고, 

일반인의 의견을 수집하기 위해 기술 활용을 지원할 웨비나를 마련하고, 계획 수립 절차 전반의 

문서 및 문제점에 대해 대화하고 의견을 제시할 지역사회 구성원용 포털을 만듦으로써 태풍 피해 

지역사회의 계획 수립 절차를 촉진할 계획입니다. 계획 수립 절차의 지역사회 참여 및 효과적인 

기술 사용은 뉴욕 태풍 피해 지역사회 재건 프로그램(New York Rising Community Reconstruction 

Program)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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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욕뉴욕뉴욕 태풍태풍태풍태풍 피해피해피해피해 지역사회지역사회지역사회지역사회 재건재건재건재건 프로그램프로그램프로그램프로그램 자금자금자금자금 할당할당할당할당: 

Long Island 

지역사회지역사회지역사회지역사회 

최대최대최대최대 

할당할당할당할당 

자금자금자금자금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북부북부북부북부 

지역사회지역사회지역사회지역사회 

최대최대최대최대 

할당할당할당할당 

자금자금자금자금  

뉴욕시뉴욕시뉴욕시뉴욕시 

지역사회지역사회지역사회지역사회 

최대최대최대최대 

할당할당할당할당 

자금자금자금자금 

Barnum 

Island 
$4,021,476 

 
Conklin $3,000,000 

 

Staten 

Island 

25,000,000 

달러 

Harbor Isle $3,000,000 
 

Johnson City $3,000,000 
 

Belle 

Harbor 
$10,397,714 

Island Park $7,411,305 
 

Union $3,660,947 
 

Breezy 

Point 
$16,543,216 

Oceanside $22,194,534  Vestal $3,000,000  Neponsit $3,675,103 

Baldwin $3,000,000  Waterford $3,000,000  Roxbury $3,000,000 

Baldwin 

Harbor 
$7,578,484 

 
Binghamton $3,000,000 

 

Far 

Rockaway 
$5,549,921 

Bay Park $3,392,596  Rotterdam $3,000,000  Rockaway $16,759,606 

East 

Rockaway 
$3,257,959 

 
Schenectady $3,000,000 

 

Brighton 

Beach 
$4,199,827 

Lindenhurst $6,120,465 
 

Amsterdam시 $3,000,000 
 

Coney 

Island 
$6,148,567 

Lido Beach $3,000,000 
 

Amsterdam 

타운 
$3,000,000 

 

Manhattan 

Beach 
$5,408,150 

Point Lookout $3,000,000  Florida $3,000,000  Seagate $3,547,832 

Atlantic 

Beach 
$3,000,000 

 

Nichols 타운 $3,000,000 

 

New 

Howard 

Beach 

$9,287,094 

East Atlantic $6,020,118  Nichols 빌리지 $3,000,000  Old Howard $9,129,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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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ch Beach 

Oakdale $3,000,000 
 

Owego 타운 $3,000,000 
 

Gerritsen 

Beach 
$6,719,577 

Mastic Beach $3,000,000 
 

Owego 빌리지 $3,000,000 
 

Sheepshead 

Bay 
$6,671,979 

Bayville $3,000,000 
 

Ellenville $3,000,000 
 

Broad 

Channel 
$6,061,531 

South Valley 

Stream 
$3,000,000 

 
Hardenburgh $3,000,000 

 
Red Hook $3,000,000 

Fire Island $3,000,000 
 

New Paltz 타운 $3,000,000 
 

Lower 

Manhattan 

25,000,000 

달러 

Oak Beach-

Captree 
$3,000,000 

 

New Paltz 

빌리지 
$3,000,000 

   

Long Beach $25,000,000  Olive $3,000,000    

West Islip $3,089,547  Rochester $3,000,000    

East 

Massapequa 
$8,682,169 

 
Rosendale $3,000,000 

   

Massapequa $14,352,282  Saugerties 타운 $3,000,000    

Massapequa 

Park 
$3,000,000 

 

Saugerties 

빌리지 
$3,000,000 

   

Freeport $17,780,855  Wawarsing $3,000,000    

Amityville $5,551,038  Woodstock $3,000,000    

Copiague $8,559,028  Esperance 타운 $3,000,000    

Babylon $6,243,971 
 

Esperance 

빌리지 
$3,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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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st Babylon $3,936,687  Middleburgh $3,000,000    

Cedarhurst $3,000,000  Schoharie $3,000,000    

Hewlett $3,000,000  Pra ttsville $3,000,000    

Hewlett 

Harbor 
$3,000,000 

 
Washingtonville $3,000,000 

   

Hewlett Neck $3,000,000  Margaretville $3,000,000    

Inwood $3,000,000  Sidney $3,000,000    

Lawrence $3,000,000  Stony Point $3,000,000    

Meadowmere $3,000,000  Shandaken $3,000,000    

Woodmere $6,609,814  Jay $3,000,000    

Bellmore $5,667,415  Keene $3,000,000    

Merrick $6,429,011  Niagara 카운티 $3,000,000    

Seaford $7,895,114 
 

Herkimer 

카운티 
$3,000,000 

   

Wantagh $3,344,985  Oneida 카운티 $3,000,000    

   

Madison 

카운티 
$3,000,000 

   

   

Montgomery 

카운티 
$3,000,000 

   

Betty Little 상원 의원은 “North Country의 경우 가족과 사업체들이 아직 태풍 Irene의 피해로부터 

복구하는 중입니다. 태풍이 발생한 날부터 지금까지 Cuomo 주지사는 주민들을 돌보아왔습니다. 

주지사와 행정부는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상실된 것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더 나은 지역사회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뉴욕 태풍 피해 지역사회 재건 프로그램은 재건을 위한 지원과 수단을 

제공하고 주민, 선출된 책임자, 지역사회를 가장 잘 아는 지역사회 리더 등과 같은 이해 관계자가 

장기적 복구 계획을 설립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주지사가 지속적 복구 노력에 중요한 

이번 프로그램 마련을 위해 지도력을 발휘해주신 것에 감사 드립니다”라고 말했습니다. 



 

Korean 

 

상원의원 Joseph A. Griffo씨는 “지난 2년 동안 뉴욕 주민들은 가장 심각했던 자연 재해의 피해를 

견뎌냈습니다. 열대성 태풍 Lee, 허리케인 Irene, 태풍 Sandy, 겨울 태풍 Nemo, Mohawk Valley에서 

최근 6, 7월에 발생한 이름 없는 태풍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계속 심각해지는 자연 재해로 인한 

피해를 복구, 완화 및 재건해왔습니다. 주지사가 이번 컨퍼런스에 HUD의 Donovan 국장을 초대한 

것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우리가 배운 교훈을 장기적 지원 계획 수립에 활용하고 

향후 심각한 자연 재해에 대비하는데 도움이 될 다각적인 전략 수립을 하는 것입니다. 

 

Donna Lupardo 의원은 “Southern Tier의 주민을 대표하여 저는 태풍 Lee와 Irene 발생 후 지역사회를 

재건해주신 주지사에게 감사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초기 대응이 완료되면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기후 변화의 징후 및 심각한 피해를 경험한 후 Albany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 연합체를 둔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뉴욕 태풍 피해 지역사회 재건 

프로그램(New York Rising Community Reconstruction Program)은 지역사회를 재건하고 미래의 

악천후에 더욱 잘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James Skoufis 회장은 “Cuomo 주지사가 Hudson Valley 주민을 위해 헌신해주신 것에 감사 드리고 

싶습니다. 태풍 Sandy의 피해를 복구하는 과정에 진정한 리더십을 보여주셨고 덕분에 우리는 

앞으로 더 강력한 지역사회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John McDonald 의원은 “태풍 Irene, 열대 태풍 Lee, 태풍 Sandy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는 과정에 

Cuomo 주지사의 피해 지역에 대한 지원은 계속되었습니다. 태풍 발생 전후에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주셨고 뉴욕 주민의 요구사항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대하 주셨습니다. 또한 

연방 복구 지원금을 위해 힘썼으며 뉴욕주 전역에서 피해를 입은 주택 소유주와 사업체가 최대한 

빨리 자립하도록 돕기 위해 주 자금도 확보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Michaelle Solages 의원은 “최근의 자연 재해로 뉴욕 주민을 더욱 잘 보호하려면 시간, 노력, 자원이 

필요함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컨퍼런스는 주 및 지방 정부가 미래의 자연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최선 사례를 파악하기 위해 모여 더 강력하고 민첩한 지방 정부가 될 방법을 구축하는 등 올바른 

일을 하고 있음을 입증해주었습니다. Cuomo 주지사가 이번 복구 작업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한 

것에 박수를 보내며 더 안전한 뉴욕주를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Nassau 카운티 행정 책임자 Ed Mangano씨는 “전세계 기후가 변화는 과정에 발생한 자연 재해에 

맞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뉴욕 태풍 피해 복구 컨퍼런스는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태풍은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지만 지금까지의 교훈을 활용한다면 주민과 사업체를 보호할 

준비가 된 지역사회를 만들고 더 나은 뉴욕주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Cuomo 주지사가 오늘 

컨퍼런스를 마련하여 현안에 대해 다룬 것을 칭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Suffolk 카운티 행정 책임자 Steve Bellone씨는 “주지사의 리더십 하에 Sandy 피해로부터 Long 

Island의 지역사회를 복구하는 작업으로 주 및 연방 정부로부터 필요한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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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사의 뉴욕 태풍 피해 지역사회 재건 프로그램(New York Rising Community Reconstruction 

Program)을 시작하여 미래의 자연 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이전보다 더 강력한 주로 재건하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Cuomo 주지사가 우리의 요구사항을 해결하고 아직도 지원 

작업을 진행해주신 것에 감사 드립니다”라고 말했습니다. 

 

Oneida 카운티 행정 책임자 Anthony Picente씨는 “지난 몇 년과 최근 몇 주 동안 태풍의 피해를 입은 

Oneida 카운티의 지역사회와 Mohawk Valley의 재건 과정에 보여준 리더십과 파트너십에 감사 

드립니다. 뉴욕 태풍 피해 지역사회 재건 프로그램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복구 계획의 자금을 

조달하여 요구사항 및 자원을 바탕으로 재건 작업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즉, 지방정부는 

향후 지역사회를 더 효과적으로 보호할 개별 계획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Herkimer 카운티 입법기관의 Vincent Bono 회장은 “뉴욕주는 홍수와 집중 호우 때문에 어려운 

시기에 힘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뉴욕 태풍 피해 지역사회 재건 프로그램(New York Rising 

Community Reconstruction Program)에 따라 Herkimer 카운티는 지역사회 전체에 혜택을 주는 

계획을 수립하여 재건 절차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지사는 이러한 노력을 뉴욕주와 

시민들이 함께 하고 있음을 강조해 주었습니다. 주지사가 Mohawk Valley에 기울여주신 헌신에 

감사 드립니다”라고 말했습니다. 

 

Madison 카운티 감독위원회 회장인 John Becker씨는 “최근 홍수로 피해를 입은 후 주지사는 모든 

주민이 필요로 하는 연방 자금과 뉴욕주의 추가 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뉴욕 태풍 피해 지역사회 재건 프로그램(New York Rising Community Reconstruction Program)에 우리 

지역을 포함시킴으로써 향후 자연 재해를 이겨낼 수 있도록 피해 지역을 재건하고 강화하기 위한 

혜택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카운티를 대신하여 Cuomo 주지사에게 어려운 시기에 

도와주고 지원해주신 것에 감사 드립니다”라고 말했습니다.  

 

Montgomery 카운티 감독위원회 회장인 John Thayer씨는 “Montgomery 카운티는 지난 몇 년 동안 

태풍과 같은 자연 재해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한 태풍은 매우 강력했고 많은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었지만 뉴욕 주민의 장점을 발휘하게 한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뉴욕주는 

상호 신뢰가 확고한 지역사회이므로 이웃이 함께 문제를 이겨냅니다. 오늘 태풍 피해 복구 방법에 

대한 컨퍼런스는 지역사회 협력의 증거였으며 Cuomo 주지사가 지역 및 카운티 정부와 협력하여 

이러한 문제에 대해 리더십을 보여주신 것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Middletown 타운 감독관 Marjorie Miller씨는 “Cuomo 주지사는 뉴욕 주민에게 헌신적 노력이 

무엇인지 보여주었고 특히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을 위한 복구 노력에서 그러했습니다. 

이러한 태풍은 주민의 생활에 신체적, 재정적, 정서적 피해를 주었으며 Cuomo 주지사는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지역사회 재건 프로그램을 통해 주지사는 지방정부가 향후 대처 능력을 

개선하고 재건하기 위해 필수적인 자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Keene 타운 감독관 Bill Ferebee씨는 “주지사의 뉴욕 태풍 피해 지역사회 재건 프로그램(New Y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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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ing Community Reconstruction Program)은 최근 태풍의 피해를 입은 모든 지역사회가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재건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 컨퍼런스에서 다양한 주제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 지방정부는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계획을 세우고 공공 및 민간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지사는 Keene 감독관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주었고 

타운을 대신하여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Babylon 타운 감독관 Rich Schaffer씨는 “뉴욕 태풍 피해 지역사회 재건 프로그램(New York Rising 

Community Reconstruction Program)은 태풍 Sandy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Long Island 지역사회 

재건을 위한 혁신적인 방법입니다. 우리는 지역사회가 미래에 더욱 잘 대비하는 방법을 가장 잘 

알고 있으므로 이 프로그램은 철저한 계획을 세우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뉴욕을 더욱 

강력한 주로 만드는 과정에 Cuomo 주지사가 지속적으로 지원해주신 것에 감사 드립니다”라고 

말했습니다. 

 

Minden 타운 감독관 Tom Quackenbush씨는 “Minden 타운은 주지사가 Mohawk Valley의 최근 홍수 

피해를 지원하고 도와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뉴욕 태풍 피해 지역사회 재건 프로그램(New York 

Rising Community Reconstruction Program)과 32억 5000만 달러의 추가적인 공공 및 민간 자금을 

통해 우리는 미래에 가정, 사업체, 인프라를 더욱 잘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지역의 재건은 

물론 더 강력한 지역을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Brookhaven 타운 감독관 Ed Romaine씨는 “태풍 Sandy는 Long Island 지역에 가장 심각한 손실과 

손해를 끼쳤으며 아직도 재건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뉴욕 태풍 피해 지역사회 재건 

프로그램(New York Rising Community Reconstruction Program)은 지역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돕고 

Suffolk 카운티를 포함한 모든 피해 지역이 미래의 자연 재해로부터 안전하도록 하기 위해 공공 및 

민간 자금을 활용할 것입니다. 주지사가 지역사회가 완전히 회복하도록 노력하는 중에 지역사회에 

권한을 부여해주려 노력한 것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New Paltz 타운 감독관 Susan Zimet씨는 “처음부터 Cuomo 주지사는 태풍 피해 지역의 주민을 위해 

최고의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연방 정부로부터 구제 자금을 성공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주민의 

옹호자가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더 강력한 지역사회를 구축하려는 노력의 

시작입니다. 주지사와 주 정부가 뉴욕을 다시 일어서게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Union 타운 감독관 Rose Sotak씨는 “주 정부와 지방 책임자, 민간 부문 전문가 사이의 오늘 미팅은 

뉴욕의 피해 지역을 위한 긍정적 성과였습니다. 주지사의 뉴욕 태풍 피해 지역사회 재건 

프로그램(New York Rising Community Reconstruction Program)은 과거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완화하고 더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다음에 태풍이 발생한다고 해도 

어느 때보다 잘 대처할 것이라 확신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Schenectady시 Gary McCarthy 시장은 “Sandy, Irene, Lee와 같은 태풍을 연속으로 겪은 결과 뉴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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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 피해를 해결하고 미래의 태풍 손상을 완화시킬 노력을 포함하여 효과적인 재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Cuomo 주지사 덕택에 뉴욕 태풍 피해 지역사회 재건 

프로그램(New York Rising Community Reconstruction Program)은 주민들이 계획을 직접 세우도록 

하여 지역사회를 강화할 것입니다. 이것은 기후 변화에 필요한 전향적인 사고방식의 한 

예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Owego 빌리지 Kevin Millar 시장은 “Owego에서는 지난 몇 년 동안 발생한 태풍의 막대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재해로부터 완전히 보호될 수는 없지만 Cuomo 

주지사의 노력 덕택에 뉴욕의 재건 및 복구 노력은 미래에 더욱 잘 대비하기 위한 이 프로그램을 

통해 효과적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주민을 돕기 위해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 주신 것에 

감사 드립니다”라고 말했습니다. 

 

Long Beach 시 Jack Schnirman 매지너는 “Cuomo 주지사의 뉴욕 태풍 피해 지역사회 재건 

프로그램(New York Rising Community Reconstruction Program)은 향후 대형 태풍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주 및 지방 관계자가 협력하는 여러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자연 

재해를 항상 예측할 수는 없지만 취약성을 해결하고 과거의 경험에서 배우기 위한 예방 조치는 

취할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전의 복구 노력과 모범 사례를 점검하여 다음에 자연 재해 

발생 시 모든 주민의 안전을 확보할 기본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Kevin Law, Long Island Association의 사장 겸 CEO는 “뉴욕 태풍 피해 지역사회 재건 프로그램(New 

York Rising Community Reconstruction Program) 개시로 주지사는 모든 지역이 복구 과정에 고유한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Long Island의 경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되는 지원을 활용하여 태풍 Sandy를 교훈 삼아 미래를 위한 대비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복구하는데 필요한 보조금과 융통성을 주지사가 제공해준 것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United Way of Long Island의 사장 겸 CEO인 Theresa Regnante씨는 “Long Island 지역사회를 재건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Cuomo 주지사가 복구 노력을 적극 주도해주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개시와 재건을 지원하기 위한 37억 5000만 달러의 추가 자금으로 우리 지역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 개별화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태풍 Sandy가 지나간 

후 수 개월 동안 주지사가 지원해주신 것에 감사 드립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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