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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STATEN ISLAND에서에서에서에서 NY 라이징라이징라이징라이징 커뮤니티커뮤니티커뮤니티커뮤니티 재건재건재건재건 회의에회의에회의에회의에 참석하다참석하다참석하다참석하다 

 

현지현지현지현지 설계된설계된설계된설계된 장기장기장기장기 복구복구복구복구 재건재건재건재건 계획을계획을계획을계획을 수립하기수립하기수립하기수립하기 위한위한위한위한 재정재정재정재정 지원을지원을지원을지원을 받을받을받을받을 자격이자격이자격이자격이 있는있는있는있는 지자체들지자체들지자체들지자체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Staten Island 뉴욕 라이징 커뮤니티 재건 계획 위원회의 제1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Mount Loretto를 방문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계획 전문가, 커뮤니티 관리 

및 주민들이 모여 지난 2년에 걸친 큰 폭풍들의 발생에 따른 장기 재건 프로세스를 

개시하였습니다. 

 

주지사에 의해 금년초에 출범되고 연방정부의 복구 예산을 지원 받는 뉴욕 라이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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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ten Island의 이스트 및 사우스 해변에 거주하는 주택소유주와 소상공인들은 초강력태풍 

Sandy로 인해 뉴욕주에서 가장 심한 피해의 일부를 당했습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폭풍 발생 후, 우리는 Staten Island 주민들과 소상공인들에게 태풍 복구와 함께 주요 기상 재해를 

보다 잘 견딜 수 있도록 더욱 튼튼한 복구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Staten Island 

커뮤니티 재건위원회는 지역주민, 커뮤니티 리더, 계획 전문가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Staten 

Island 커뮤니티가 앞으로 닥칠 폭풍에 대비해 보다 더 튼튼하게 방비할 수 있게 하는 지역 맞춤형 

장기 복구 계획을 이끌 것입니다.”  

 

뉴욕주 전역의 102개 커뮤니티에 위치한 뉴욕 라이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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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주지사는 그들의 계획에 포함된 적격 프로젝트를 실행하도록 뉴욕주의 FEMA 충당 위험 완화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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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ten Island 커뮤니티는 뉴욕 라이징 커뮤니티 재건 프로그램을 통해서 커뮤니티 개발 정액 

보조금 재난 복구 (CDBG-DR) 기금으로 최대 2,500만 달러를 받을 것입니다.  

Staten Island NY 라이징라이징라이징라이징 커뮤니티커뮤니티커뮤니티커뮤니티 계획계획계획계획 위원회의위원회의위원회의위원회의 위위위위원들은원들은원들은원들은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습니다같습니다같습니다같습니다:  

• David Sorkin(공동의장), Staten Island 유대인 커뮤니티 센터 상임이사 

• Vincent Lenza(공동의장), Staten Island 비영리협회 상임이사 

• Yasmin Ammirato, Midland Beach Civic Association 사장 

• Linda Baran, Staten Island 상공회의소 소장 겸 CEO  

• Thomas Barlotta, 위원회 위원, Community Board 3 부의장 

• Timothy Boyland, 등록 개업 건축가 및 과거 AIA New York State 이사 

Ralph Branca, Victory State Bank 사장 겸 CEO  

• David Businelli, 위원회 위원, 등록 건축사 및 Staten Island 건축디자인 회사 소유주 

• Ronald M. Cerrachio Esq.,  Hon. Robert J. Gigante 서기장 

• Bobby Digi, Island Voice Inc. 창립자 및 상임 이사 

• Ann  Victor Dolan, Community Board 2 위원 및 East Shore 주민.  

• Betsy Dubovsky, The Staten Island Foundation 상임 이사 

• Bobby Fisher, 퇴역 NYC 형사 및 Midland Beach Merchants Association 수장 

• Arkadiy Fridman, Staten Island 커뮤니티 센터장  

• Ann  William Fritz, College of Staten Island(CUNY) 임시 총장 

• Steven Grillo, Staten Island Economic Development Corporation의 프로젝트 담당 이사  

• Farid Kader, “Sandy Yellow Team”이라고 하는 풀뿌리 구호기관 창립자 

• Dana Magee, Community Board 2 의장 및 Community Resources 상임이사 겸 CEO 

• John Malizia, Fisherman’s Conservation Association의 부사장 및 for the Staten Island Tuna 

Club의 수산청장 

• Janine Materna, Pleasant Plains, Prince’s Bay, Richmond Valley Civic Association 사장 

• Joseph McAllister, South Beach Civic Association 사장 

• Thomas McDonough, Stephen Siller Tunnel to Towers Foundation(Siller Foundation)의 재건 

및 클라이언트 서비스 담당 이사 

• Gonzalo Mercado, El Centro del Inmigrante 상임 이사 및 Staten Island Immigrant Council 

코디네이터 

• Frank Moszczynski, Ocean Breeze Civic Association 부사장 

• James Pistilli, Tottenville Civic Association 위원  

• Nicole Romano-Levine, New Dorp Beach Civic Association의 창립 사장 겸 New Dorp 

고등학교 교사 

• Debi Vadola, Midland Beach Civic Association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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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e Vandenburg, Staten Island Taxpayers' Association, Inc. 사장  

• Jack Vokral, Community Board 2 위원 겸 National Lighthouse Museum 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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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