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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3년 9월 4일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STONY POINT에서에서에서에서 제제제제 1차차차차 NY 라이징라이징라이징라이징 커뮤니티커뮤니티커뮤니티커뮤니티 재건재건재건재건 회의회의회의회의 참석참석참석참석 

 

Stony Point는는는는 현지현지현지현지 설계된설계된설계된설계된 장기장기장기장기 복구복구복구복구 재건재건재건재건 계획을계획을계획을계획을 수립하기수립하기수립하기수립하기 위해위해위해위해 300만만만만 달러를달러를달러를달러를 받을받을받을받을 자격자격자격자격 취득취득취득취득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Stony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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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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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ny Point 타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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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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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ny Point 타운을 위한 계획 위원회의 위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Gurran Kane, 공동의장공동의장공동의장공동의장:  Kane씨는 Antique & Classic Boat Society의 회장 겸 Rose Memorial 

Scholarship의 이사입니다. 그는 평생 Stony Point 주민으로서 Orange and Rockland Utilities에서 

30여년 동안 공장 오퍼레이터로 근무하였습니다. Kane씨는 또한 Stony Point 기획부의 전 

의장이며 평가검토단에서 봉직합니다. 

• Steven Scurti, 공동의장공동의장공동의장공동의장:  Scurti씨는 현재 Stony Point 타운을 위한 비상 코디네이터로서 

커뮤니티가 잠재적 위험을 식별하고 비상 대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돕습니다. 그는 이전에 

뉴욕주 경찰에서 봉직하다가 Stony Point 경찰서장이 되어 20여년간 봉직하였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Stony Point의 주민입니다.  

• Luanne Konopko, 위원회위원회위원회위원회 위원위원위원위원:  Konopko씨는 타운 의회 의원이고 타운의 경제개발위원회 

의장입니다.  

• Kevin Maher, 위원회위원회위원회위원회 위원위원위원위원:  Maher씨는 Stony Point를 위한 엔지니어입니다.  

• Steve Porath, 위원회위원회위원회위원회 위원위원위원위원:  Porath씨는 Rockland 카운티의 산업개발국 국장입니다. 그는 Stony 

Point의 주민입니다.  

• Jim McDonnell, 위원회위원회위원회위원회 위원위원위원위원:  McDonnell씨는 Stony Point의 주민입니다.  

• Bob Burns, 위원회위원회위원회위원회 위원위원위원위원:  Burns씨는 은행 부문에서 일하며 Stony Point의 주민입니다. 

• Susan Filgueras, 위원회위원회위원회위원회 위원위원위원위원:  Filgueras씨는 Stony Point의 주민이며 환경을 위한 Stony Point 행동 

위원회의 회장입니다  

• Rick Struck, 위원회위원회위원회위원회 위원위원위원위원:  Struck씨는 Orange & Rockland Utilities의 경제개발 담당 이사로 

봉직하고 있습니다.  

• Steve Beckerle, 위원회위원회위원회위원회 위원위원위원위원:  Beckerle씨는 지역 업소 소유자입니다.  

• Geoff Finn, 위원회위원회위원회위원회 위원위원위원위원:  Finn씨는 2012년에 Stony Point 타운의 감독관으로 선출되었습니다.  

• Dominic Posillipo, 위원회위원회위원회위원회 위원위원위원위원:  Posillipo씨는 Stony Point의 주민입니다.  

• Rebecca Casscles, 위원회위원회위원회위원회 위원위원위원위원:  Casscles씨는 영향을 입은 주택 소유주이고 Stony Point의 

주민입니다.  

• Wellington Casscles, 위원회위원회위원회위원회 위원위원위원위원:  Casscles씨는 영향을 입은 주택 소유주이고 지역 업소 

소유자입니다.  

• William Sheehan, 위원회위원회위원회위원회 위원위원위원위원:  Sheehan씨는 Stony Point 타운의 건축 검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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