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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JAY 타운에서타운에서타운에서타운에서 제제제제 1차차차차 NY 라이징라이징라이징라이징 커뮤니티커뮤니티커뮤니티커뮤니티 재건재건재건재건 회의회의회의회의 참석참석참석참석 
 

JAY 및및및및 KEENE 타운은타운은타운은타운은 현지현지현지현지 설계된설계된설계된설계된 장기장기장기장기 복구복구복구복구 재건재건재건재건 계획을계획을계획을계획을 수립하기수립하기수립하기수립하기 위해위해위해위해 각각각각각각각각 300만만만만 달러를달러를달러를달러를 받을받을받을받을 

자격자격자격자격 취득취득취득취득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Jay 및 Keene 타운을 위한 New York Rising 커뮤니티 재건 계획 

위원회의 제 1차 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계획 전문가, 커뮤니티 관리 및 주민들이 모여 지난 

2년에 걸친 큰 폭풍들 후의 장기 재건 프로세스를 개시하였습니다. 회의는 오늘 Jay 타운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주지사에 의해 금년초에 출범되고 연방정부의 복구 예산을 지원 받는 New York Rising 커뮤니티 

재건 프로그램은 최근 폭풍들로 큰 피해를 입은 커뮤니티들이 현지 기반의 재건 전략을 수립 및 

시행하고 미래의 심한 날씨에 더 잘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Jay 및 Keene 타운은 

그들의 복구 및 장기적 재건을 인도할 종합 계획을 작성하는 것을 돕기 위한 최대 300만 달러를 

각각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New York Rising 커뮤니티 재건 프로그램은 지난 몇 년에 걸쳐 극심한 날씨의 타격을 입은 뉴욕주 

커뮤니티들이 단결하여 더 튼튼하고 스마트하게 재건할 수 있도록 합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주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아 지역 전문가들을 활용하는 상향식 

접근법과 짝을 지어 커뮤니티들이 중요 인프라를 수리하고 필수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자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최종 결과는 전주의 미래에 이익이 되는 것으로서, 

커뮤니티들은 재건설될 뿐만 아니라 미래의 어떤 폭풍에도 더욱 탄력적이고 대비가 되도록 재건될 

것입니다.” 

 

뉴욕주 전역의 102개 커뮤니티에 위치한 New York Rising 커뮤니티 재건 계획 위원회들은 

커뮤니티 리더, 전문가 및 관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신들 커뮤니티의 독특한 니즈를 재개발 

전략에 포함시킵니다. 커뮤니티들은 8개월에 걸쳐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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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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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주지사는 그들의 계획에 포함된 적격 프로젝트를 실행하도록 뉴욕주의 FEMA 충당 위험 완화 

보조금 프로그램(HMGP)에서 적어도 2억 5000만 달러도 교부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참여, 계획에 기술 사용 및 모범적 지역 협업을 포함한 여러 카테고리에서 최고의 계획을 

뽑아 보너스도 수여할 것입니다.  

 

Jay 및 Keene 타운의 계획 위원회 위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Scott McDonald, 공동의장공동의장공동의장공동의장: McDonald씨는 Essex 카운티에서 30년간 근무한 후에 카운티 

보호관찰부의 부장으로서 최근에 퇴직하였습니다. 그는 Jay 의용소방대의 전 대원이고 Essex 

카운티의 청소년들에게 약물 남용 예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인 Board of Project Team의 

현 부회장 겸 재무 책임자입니다. 그는 평생 동안 Jay의 주민입니다.  

• Vinny McClelland, 공동의장공동의장공동의장공동의장: McClelland씨는 그의 전문 경력 대부분을 Adirondacks와 Alaska에서 

자원, 토지 이용 및 커뮤니티 플래너로 보내었습니다. 그는 현재 Adirondacks에 있는 LandVest의 주 

부동산 브로커이며 Boston에 본부가 있는 LandVest의 부동산 컨설팅 팀의 멤버입니다. 그는 평생 

동안 Keene의 주민입니다. 

• Marcy Neville, 위원회위원회위원회위원회 위원위원위원위원: Neville씨는 Keene의 주민 겸 업소 소유주입니다.  

• Tom Hickey, 위원회위원회위원회위원회 위원위원위원위원: Hickey씨는 Keene의 주민으로서 전직 주 경찰관입니다.  

• Tom Both, 위원회위원회위원회위원회 위원위원위원위원: Both씨는 전직 Keene 타운 감독관입니다. 

• Joe Pete Wilson Jr., 위원회위원회위원회위원회 위원위원위원위원: Wilson씨는 Keene의 주민입니다.  

• Paul Johnson, 위원회위원회위원회위원회 위원위원위원위원:  Johnson씨는 Upper Jay 부락의 주민 겸 업소 소유주입니다.  

• Chad Garcia, 위원회위원회위원회위원회 위원위원위원위원:  Garcia씨는 Jay 타운에 있는 Au Sable Forks 부락의 주민입니다.  

• Gerald Brow, 위원회위원회위원회위원회 위원위원위원위원: Gerald Brow는 Au Sable Forks의 주민입니다. 

• Eric Carey, 위원회위원회위원회위원회 위원위원위원위원:  Carey씨는 Jay의 주민입니다. 

• John Michael Mascarenas, 위원회위원회위원회위원회 위원위원위원위원:  Mascarenas씨는 Essex 카운티 커뮤니티 접근 

코디네이터입니다.  

• Corrie Miller, 위원회위원회위원회위원회 위원위원위원위원: Corrie Miller는 Ausable River 분수계의 야생, 경치 및 레크레이션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일하는 비영리 단체인 Ausable River Association의 회장입니다. 

• Jody Trautner Hart, 위원회위원회위원회위원회 위원위원위원위원:  Hart씨는 Au Sable Forks의 주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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