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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ULSTER 카운티에서카운티에서카운티에서카운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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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lster 카운티 NY 라이징 커뮤니티 재건 계획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Ulster 카운티에 있는 SUNY New Paltz를 방문하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계획 전문가, 

커뮤니티 관리, 지역 주민들이 지난 2년 동안 발생한 주요 폭풍우에 따른 장기적인 재건 활동을 

시작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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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몇 년 동안 미드 허드슨 지역의 커뮤니티들은 허리케인 Irene과 열대성 폭우 Lee와 같이 한 

세대에 한 번 발생할까말까 하는 폭우로 크게 상처를 입었습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이 때 이후로 뉴욕주는 피해 가정과 소상공인들의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나섰습니다. 우리는 다음번 큰 폭우에 대비하는 식으로 이러한 힘든 복구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뉴욕 커뮤니티 재건 프로그램을 통해서 Ulster 카운티는 이전보다 더 튼튼한 

복구를 위해 수 백만 달러의 연방 지원금을 투입하는 그라운드업(ground-up) 방식을 설계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뉴욕주 전역의 102개 커뮤니티에 위치한 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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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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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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lster 카운티 NY 라이징 커뮤니티는 커뮤니티 개발 정액 보조금 재난복구(CDBG-DR) 기금으로 최고 

3,000만 달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배분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Village of New Paltz 3,000,000 달러 

• Village of Saugerties 3,000,000 달러 

• Village of Ellenville- 3,000,000 달러 

• Town of New Paltz 3,000,000 달러 

• Town of Saugerties 3,000,000 달러 

• Town of Olive 3,000,000 달러 

• Town of Woodstock 3,000,000 달러 

• Town of Rosendale 3,000,000 달러 

• Town of Rochester 3,000,000 달러 

• Town of Wawarsing 3,000,000 달러  

Ulster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NY 라이징라이징라이징라이징 커뮤니티커뮤니티커뮤니티커뮤니티 계획계획계획계획 위원회의위원회의위원회의위원회의 위원들은위원들은위원들은위원들은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습니다같습니다같습니다같습니다:  

• Steve Kelly(공동의장), Ellenville Regional Hospital CEO 

• Julia Robbins (공동의장), New Paltz 주민 및 소상공인 

• Mary Heyer, New Paltz 주민 및 소상공인 

• Chris Marx, New Paltz Highway 관리소장 

• Peter Ferranti, Wallkill View Farms 농장주 

• Ray Lunati, 지역 주민 

• Joe Miller, New Paltz 소방서 

• Brian Obach, SUNY New Paltz 교수 

• Liz Harschow, Ulster 카운티 계획 위원회 

• Randy Ricks, Centerville 소방서장 

• Mery Rosado, 현지 상공인 

• Dave Mason, Village of Saugerties 소방서장 

• Alex Wade, Village of Saugerties 특별 프로젝트 코디네이터 

• Patrick Wadden, Village of Saugerties 소상공인 

• Mike Rogers, Saugerties Power Boat Club 소유주 

• Mike Reynolds, Woodstock Highway 관리소장 

• Sam Magarelli, Woodstock 주민 

• Ken Panza, Woodstock Town 위원회 

• Edward Kahil, Olive 주민 

• John Fugel, Olive Highway 관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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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io Occhi, Boiceville Market 소유주 

• Ken Hasset, Rosendale Town 위원회 

• Sara McGinty, Rosendale 변호사 

• Dennis Kaye, Rosendale 주민 

• Richard Travers, Roundout Business Association 회장 

• Laura Finestone, Rochester 주민 

• Veronica Sommer, 전직 Rochester Town 직원 

• Mary Sheeley, Ellenville Village 관리자 

• Joe Stoeckeler, 전직 Ulster 카운티 의회의원 

• Mike Avery, Ellenville Water Department의 CO(Chief Operate) 

• Tony Paes, Wawarsing Highway 관리소장 

• Hank Alicandri, Mohonk Preserve의 Land Stewardship 디렉터  

• Karen Osterhoudt, Wawarsing 주민 및 소상공인 

• Steve Finkle, 전직 City of Kingston 경제개발국장 

• Dennis Doyle, Ulster 카운티 계획 국장 

• Michael Berg, Family of Woodstock, Inc. 전무이사 

• Kathleen Capella, NRCS의 USDA 지역 환경보호활동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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