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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3년 9월 10일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BROOME 및및및및 TIOGA 카운티를카운티를카운티를카운티를 위한위한위한위한 최초의최초의최초의최초의 뉴욕뉴욕뉴욕뉴욕 라이징라이징라이징라이징 커뮤니티커뮤니티커뮤니티커뮤니티 재건재건재건재건 미팅미팅미팅미팅 참석참석참석참석 

 

지역별로지역별로지역별로지역별로 고안된고안된고안된고안된 장기장기장기장기 복구복구복구복구 및및및및 재건재건재건재건 계획을계획을계획을계획을 수립하기수립하기수립하기수립하기 위한위한위한위한 재정재정재정재정 지원지원지원지원 신청신청신청신청 지자체지자체지자체지자체 대상대상대상대상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2개의 뉴욕 라이징 커뮤니티 재건 위원회 간 미팅에 참석하기 

위해Binghamton시를 방문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지난 2년 동안 심각한 태풍 피해를 입은 지역을 

장기적 재건 과정에 따라 복구하기 위한 계획 전문가, 지역 사회 관계자 및 주민들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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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omo 주지사는 “뉴욕 라이징 커뮤니티 재건 프로그램은 최근 몇 년 동안 심각한 태풍 피해를 

입은 뉴욕주 인근 지역 사회를 탄탄히 만들 수 있는 지상 최대의 접근 방식을 사용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접근 방식은 수 세대에 걸쳐 영속적이고 지역 사회 요구와 자산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지역 사회에 대한 재개발이 발생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국가적 수준의 지원으로 지역 

자원을 균등하게 분배하는 것입니다. 이 풀뿌리 모델을 통해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하고 나은 

방식으로 재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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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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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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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너스도 수여할 것입니다. 

 

Broome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뉴욕뉴욕뉴욕뉴욕 라이징라이징라이징라이징 커뮤니티는커뮤니티는커뮤니티는커뮤니티는 CDBG-DR 자금에서자금에서자금에서자금에서 약약약약 15,660,947달러를달러를달러를달러를 지원합니다지원합니다지원합니다지원합니다. 

지역별지역별지역별지역별 배당액은배당액은배당액은배당액은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습니다같습니다같습니다같습니다.  

• City of Binghamton $3,000,000 

• Conklin 타운 $3,000,000 

• Conklin 타운 $3,660,947 

• Conklin 타운 $3,000,000 

• Johnson 시티 빌리지 $3,000,000 

• Endicott 빌리지 – 참여 지자체의 합의를 통해 계획 과정에 추가됩니다. 

 

Broome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뉴욕뉴욕뉴욕뉴욕 라이징라이징라이징라이징 커뮤니티커뮤니티커뮤니티커뮤니티 계획계획계획계획 위원회의위원회의위원회의위원회의 구성원은구성원은구성원은구성원은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습니다같습니다같습니다같습니다.  

• Tim Grippen(공동 의장) - Binghamton Local Development Corporation 사장 

• Vince Pasquale(공동 의장) - Binghamton University 경영 대학원 부학장  

• Gail Domin(공동 의장) - 기획 컨설턴트  

• Dave Hubeny – 긴급 경영 이사, Binghamton University 

• Alan Hertel – 전무 이사, Broome 카운티United Way 

• Charles McElwee – 이사, Broome 카운티 Soil and Water Conservation District 

• Rev. Dr. Joe Sellepack – 전무 이사, Broome 카운티 Council of Churches 

• Patrick Brennan – 전 Broome 카운티 경영진 / 카운티 실무자 대리 

• David Tannenhaus – 전무 이사, Binghamton Housing Authority 

• Karry Mullins – 행정 부교육감, Binghamton City School District 

• Erik Miller – 전무 이사, Southern Tier East Regional Planning Development Board 

• Bob Pass – 지역 매니저, Community Outreach and Development, NYSEG 

• Elaine Miller – 감독관, Broome 카운티 Department of Planning and Economic Development 

• Paul Nelson – 이사, 타운 Union Planning Department 

• Tom Delamarter – 공공 공사 교육감, Conklin 타운 

• Robert Bennett – 이사, Johnson 시티 빌리지 Department of Public Works 

• Tarik Abdelazim – 감독, Binghamton시 Department of Planning, 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 

• Gary Campo – Vestal타운 엔지니어 

 

Tioga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뉴욕뉴욕뉴욕뉴욕 라이징라이징라이징라이징 커뮤니티는커뮤니티는커뮤니티는커뮤니티는 CDBG-DR 자금에서자금에서자금에서자금에서 약약약약 12,000,000달러를달러를달러를달러를 지원합니다지원합니다지원합니다지원합니다. 지역별지역별지역별지역별 

배당액은배당액은배당액은배당액은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습니다같습니다같습니다같습니다.  

• Nichols 타운 $3,000,000 

• Nichols 타운 $3,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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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chols 타운 $3,000,000 

• Nichols 타운 $3,000,000 

• Tioga 타운 – 참여 지자체의 합의를 통해 계획 과정에 추가됩니다. 

 

Tioga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뉴욕뉴욕뉴욕뉴욕 라이징라이징라이징라이징 커뮤니티커뮤니티커뮤니티커뮤니티 계획계획계획계획 위원회의위원회의위원회의위원회의 구성원은구성원은구성원은구성원은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습니다같습니다같습니다같습니다.  

• Dr. John Baust(공동 의장) – Binghamton 뉴욕 주립대 Institute of Biomedical Technology의 

책임자 겸 Department of Biological Sciences의 유네스코 교수  

• Ches Spencer (공동 의장) - Tioga 카운티 기획 위원회 위원 

• Martha Sauerbrey – 사장 겸 CEO, Tioga 카운티 Chamber of Commerce and County Legislator 

• Lee Ann Tinney – Tioga 카운티 경제 개발 이사 겸Nichols의 마을주민 

• Elaine Jardine – Tioga County 기획 이사 

• Bob Williams – 소방서장 대리, Owego의 마을 

• Ron Dougherty – 은퇴한Owego의 마을 주민 

• Erik Miller – 전무 이사, Southern Tier East Regional Planning Development Board 

• Bob Pass – 지역 매니저, Community Outreach and Development, NYSEG 

• Debra Standinger – Owego 타운 기획 및 지역 행정관 

• Wendy Walsh – 지역 매니저, Tioga 카운티 Soil and Water Conservation District 

• Ed Kuhlman – 소유주, Tioga Gardens 

• Drew Griffin – 주민, Tioga 타운 및 Tioga 카운티 IT Acting Director 

• Barb Crannell – 주민 겸 마을의회 위원, Nichols 타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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