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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4년 4월 23일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NY 라이징라이징라이징라이징 커뮤니티커뮤니티커뮤니티커뮤니티 재건재건재건재건 계획을계획을계획을계획을 발표하는발표하는발표하는발표하는 컨퍼런스컨퍼런스컨퍼런스컨퍼런스 개최개최개최개최 

 

롱롱롱롱 아일랜드의아일랜드의아일랜드의아일랜드의 커뮤니티커뮤니티커뮤니티커뮤니티 구성원들이구성원들이구성원들이구성원들이 참석한참석한참석한참석한 컨퍼런스에서컨퍼런스에서컨퍼런스에서컨퍼런스에서 “NY Rising to the Top” 경쟁경쟁경쟁경쟁 우승자들우승자들우승자들우승자들 

발표발표발표발표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Albany에서 NY 라이징 커뮤니티 재건 프로그램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50개 지역 계획위원회의 수 백명 위원들을 불러모아 2014년 3월 31일 주정부에 제출된 

최종 재건 계획에 기술된 수 백 건의 프로젝트를 발표하게 하였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혁신을 

조성하고 협업을 장려하며 최고 가능한 재건 계획의 개발을 진흥하기 위해 금년 초에 발표되었던 

경쟁인 NY Rising to the Top의 우승자들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커뮤니티들을 재건하는 것은 올버니나 워싱턴에서 할 수 없고 오히려 전주의 커뮤니티별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정부가 큰 수준에서 톱다운식으로 해야 하는 

것이 있는 데 우리는 종합적인 시스템 재개발을 해왔고 비상 대비 훈련 이벤트를 실시하고 

비상대비 향토보안대학을 개설함으로써 전주의 주민들을 적극 준비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뉴욕주를 진실로 재건하기 위한 방법은 영향을 입은 커뮤니티에 가서 같이 모여 해당 커뮤니티에 

필요한 것을 위한 계획을 세우도록 요구하여 우리가 그들의 비전을 위한 예산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커뮤니티마다 폭풍을 느꼈지만 모두 다르게 느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소해도 그 

차이들은 세상의 모든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비전을 위한 예산 제공은 전에는 없었던 

것인데 뉴욕주는 그것을 놀랍도록 잘 하여 전주 커뮤니티들의 유대와 구조를 조밀하게 하고 다음 

심한 날씨 사건 현실에 더 잘 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뉴욕주 라이징 커뮤니티 재건 프로그램은 수퍼폭풍 Sandy, 허리케인 Irene 및 열대성 폭우 Lee로 

커다란 피해를 입은 커뮤니티들의 힘을 복돋우기 위한 상향식 계획 절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주지사에 의해 2013년 4월에 수립되었으며 커뮤니티 개발 블록 교부금 재난 복구 프로그램을 통한 

6억 달러 이상의 연방 교부금에 의해 거의 전적으로 충당됩니다. 지난 8개월에 걸쳐 지역 리더, 

전문가 및 공무원들이 협력하여 각 커뮤니티의 독특한 니즈를 50개의 재건 계획으로 

통합하였습니다. 그 계획은 미래의 극한 날씨에 대해 그들을 준비시킬 혁신적이고 변혁적인 

프로젝트를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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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 라이징 커뮤니티들의 완전한 리스트가 아래에 있습니다.  

 

“오늘 제시된 재건 계획에는 커뮤니티 재건 프로그램을 위한 Cuomo 지사의 획기적인 비전이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라고 NY Rising 디렉터 Jamie Rubin이 말했습니다. “주민들에게 자기 

커뮤니티를 변혁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와 예산을 제공하는 계획 절차를 통해 달성될 수 있는 것을 

반영하는 수 백 건의 비범한 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컨퍼런스에서는 계획 위원회가 주정부에 권고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타입 및 공사 범위를 

나타내는 해안 보호; 커뮤니티 탄력성; 중요 시설 탄력성; 경제 개발; 인프라 업그레이드; 강 보호; 

및 폭우 물 관리에 대한 주제별 프리젠테이션이 있었는 데 그것은 www.stormrecovery.ny.gov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재건 계획의 다음 단계에는 지자체 및 비영리 단체들과 협의하여 비용 추정, 비용 편익 분석, 인구 

및 자산에 대한 위험을 줄일 잠재력, 기술적 타당성, 커뮤니티 지지 및 HUD 적격성을 검토함으로써 

실행을 위한 프로젝트 선정이 포함될 것입니다. 

 

NY Rising to the Top 경쟁경쟁경쟁경쟁 우승자들우승자들우승자들우승자들 

 

NY Rising 위원회가 제출한 커뮤니티 재건 계획 이외에 각 계획위원회는 Rising to the Top 교부금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다음 8개 부문 각각에서 모범적 성취를 과시한 

커뮤니티에 보너스 자금으로 최대 300만 달러가 교부되었습니다: 

 

최고의최고의최고의최고의 지역별지역별지역별지역별 협업협업협업협업: Southern Tier 커뮤니티들커뮤니티들커뮤니티들커뮤니티들 

Southern Tier 커뮤니티들은 계획 경계를 확장하여 더욱 포괄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양한 

부문과 이해관계자들로부터 피드백을 구하기 위해 지역 탄력성 서밋을 개최하고 분수계 기준에서 

탄력성 문제 및 기회를 다루기 위한 분수계 모델링, 개천 관리 및 교육을 포함한 지역별 강 

이니셔티브를 출범시켰습니다. 

 

계획계획계획계획 과정에서과정에서과정에서과정에서 기술의기술의기술의기술의 최선적최선적최선적최선적 사용사용사용사용: Waterford 빌리지빌리지빌리지빌리지 

Waterford 빌리지 자원봉사자들은 지리정보시스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미지의 고위험 지역을 

식별하는 데 사용하고 이 소프트웨어를 다른 NY 라이징 커뮤니티에 제공하였습니다. 

 

계획계획계획계획 과정에과정에과정에과정에 최고의최고의최고의최고의 커뮤니티커뮤니티커뮤니티커뮤니티 참여참여참여참여: Margaretville 

Margaretville은 주례 오픈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가가호호를 다니면서 상호작용적 대중 참여 

이벤트를 개최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축제 및 기타 정보 행사에 참여하였고 Margaretville Central 

School은 복구 노력을 담은 20분짜리 비디오를 만들었습니다. 

 

최선의최선의최선의최선의 취약취약취약취약 인구인구인구인구 포함포함포함포함: Brighton Beach, Coney Island, Manhattan Beach 및및및및 Sea Gate 

Brighton Beach, Coney Island, Manhattan Beach 및 Sea Gate는 같이 계획 과정 전체에서 취약 인구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과시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 개발한 프로젝트들은 인력 훈련 프로그램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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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Mitchell-Lama & Senior Properties의 NYCHA에 있는 탄력적 전력 시스템의 개발을 포함하여 

취약 인구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 프로젝트 및 조치를 포함하였습니다. 

 

South Valley Stream의의의의 그린그린그린그린 인프라의인프라의인프라의인프라의 최선최선최선최선 사용사용사용사용 

South Valley Stream은 계단식 경로, 침식 및 침전 통제 요소, 투수성 포장, 생 해안선, 생태 수로 및 

교육적 간판을 포함한 요소들로 해안 보호를 개선하기 위한 친환경 탄력성 전략의 활용을 

제안하였습니다. 

 

최고의최고의최고의최고의 혁신적이고혁신적이고혁신적이고혁신적이고 비용효과적인비용효과적인비용효과적인비용효과적인 파이낸싱파이낸싱파이낸싱파이낸싱: Oakdale/West Sayville 

Oakdale/West Sayville은 공적 자금을 활용하여 민간 투자를 확보할 수 있는 공공/민간 제휴를 

제안하였습니다. 경제 개발 파트너십은 자전거 공유, 수상 택시 및 트롤리를 포함합니다. 기타 

제안된 제휴로는 인프라 연장 및 주택 유틸리티 개선이 있습니다. 

 

최고의최고의최고의최고의 비용비용비용비용-편익을편익을편익을편익을 가진가진가진가진 인프라인프라인프라인프라 투자투자투자투자: Jay/Keene 

Jay/Keene은 Johns Brook에 개울 송어가 산란하기 위한 피난처를 제공하고 경제 개발 기회를 

허용할 복원 및 홍수 완화를 제안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또한 침수로부터 수 백만 달러의 

자산을 보호하고 서식지를 복원할 것입니다. 기타 제안된 우수 및 침식 통제 프로젝트들은 장기적 

환경 혜택을 제공하면서 년 도로 수리 비용을 줄일 것입니다. 

 

탄력적탄력적탄력적탄력적 경제경제경제경제 성장을성장을성장을성장을 위한위한위한위한 최선의최선의최선의최선의 접근법접근법접근법접근법: Staten Island 

Staten Island는 수퍼폭풍 Sandy의 영향을 입은 기업 설문조사 개발을 포함하여 위험에 처한 

기업들을 파악하고 지원하는 전략, “Race for Space” 교부금 프로그램, East Shore Local Development 

Corporation(LDC) 및 New Creek Bluebelt 프로젝트 등의 프로젝트들을 제안하였습니다. 

 

“Superstorm 샌디의 여파로 우리 카운티를 재건하는데 있어서 Suffolk 카운티의 8개의 NY 

라이징위원회는 엄청난 통찰력과 의지 글고 세련미를 보여줬습니다.” Suffolk 카운티의 행정부 

Steve Bellone가 말했습니다. “저는 Suffolk 카운티에서 거주하고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거의 5천 만 

달러의 혜택을 주는 프로젝트를 Cuomo 주지사와 함께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Cuomo 주지사의 NY 라이징 커뮤니티 재건 프로그램은 풀뿌리 계획을위한 새로운 표준을 

설정합니다.” Nassau 카운티의 행정부 Ed Mangano이 말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31개의 인근을 

포함하여 Nassau의 13개의 NY 라이징 커뮤니티들이 미래의 폭풍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주지사는 우리의 위대한 카운티를 위해 이 프로그램에서 거의 2억 달러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저는 우리가 다시 상상하는 모습처럼 뉴욕을 만들 수 있는 다양하고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기대합니다. 나는 똑똑하고 강한게 재 구축하기 위한 주의 노력에 대해 수백의 NY 라이징 위원회 

멤버들과 주지사 Cuomo에 축하를 보냅니다.”  

 

“우리의 타운을 미래에 더 탄력있고 지속 가능한 곳으로 만들기 위한 바빌론 타운에서 NY 라이징 

커뮤니티 재건 위원회와 같이 일할 수 있어 기뻤습니다.”라고 바빌론 타운 관리자 Rich Schaffer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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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했습니다. “계획 위원회 위원들의 전례없는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더 강한 뉴욕 주를 만들기 

위한 Cuomo 주지사의 전면적인 지도력에 감사를 보냅니다.”  

 

“우리는 미래의 폭풍 손상으로부터 우리의 해안 지역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작업하는 필요한 

지역에 도움을 주는 중요한 프로그램인 NY 라이징의 노력을 지지합니다.” Hempstead 타운 관리자 

테드 Kate Murray가 말했습니다. 

 

Lindenhurst 빌리지의 NY 라이징 위원회 위원인 Jackie Milton은 “NY 라이징 커뮤니티 재건 

프로그램은 폭풍에 의해 망가진 우리의 커뮤니티를 치유하는 또 다른 단계였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커뮤니티의 구성원들을 그들의 삶에서 하나로 모을 수 있도록 하였고, 

모두 공통의 목적인 Lindenhurst 빌리지를 더 강하게 구축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수 있게 했습니다. 

오늘, Lindenhurst 빌리지의 NY 라이징 커뮤니티 재건 계획의 발표와 함께, 우리는 모두 이 목표를 

실현하는 중에 있습니다.”  

 

West Islip의 NY 라이징 위원회의 공동 의장인 Joseph DeCarlo은 “8개월의 계획 후에, 작업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막 시작하였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커뮤니티의 강력한 NY 

라이징 커뮤니티 재건 계획으로, 우리는 지금 다시 더 나은 커뮤니티를 만들 구축 프로젝트를 위해 

엄격한 기술적 분석 및 광범위한 커뮤니티의 의견을 포함하는 계획을 제공하였습니다! 그것은 

제가 West Islip의 NY 라이징 계획 위원회의 공동 의장이었다고 말할 수 있어 엄청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는 제가 항상 기억하고 감사할 경험입니다.”  

 

Babylon/ West Babylon 빌리지의 NY 라이징 위원회의 위원 Theresa DePietto는 “저는 NY 

라이징커뮤니티 재건 계획에서 모든 위원회의 노력들이 하나로 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West Babylon과 Babylon 빌리지의 계획 과정은 엄청난 보람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을 

같이 하게 했을 뿐 아니라 커뮤니티에 많은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NY 라이징 

커뮤니티 재건 계획에서 확인한 중요한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함께 전진하기를 기대합니다.”  

 

Freeport의 NY 라이징 위원회 공동 의장 Rob Weltner는 “계획 위원회에서의 경험은 우리 모두에게 

매우 긍정적인 경험이 되었습니다. 커뮤니티를 듣고 그 생각들을 실행 가능한 프로젝트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주의 행정부와 컨설턴트에서부터 주지사의 사무실에서의 지원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또한 이런 아이디어들을 현재부터 앞으로 100년까지 우리를 도와줄 정말 좋은 

프로젝트로 만드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Bellmore/Merrick의 NY 라이징 위원회 공동 의장인 Joe Baker는 “놀라운 NY 라이징 커뮤니티 재건 

프로그램에서 공동 의장으로 일했던 경험은 명예와 특권이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의사 결정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단면을 포함하는 공동의 노력은 현재와 미래에 우리의 커뮤니티가 더 탄력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의 비전과 리더십 및 커뮤니티 참여에 대한 “상향식” 

접근 방식에 대한 그의 주장은 앞으로의 우리 커뮤니티에 이익이 될 것입니다.” 

 



Korean 

Barnum Island/ Island Park 빌리지/Oceanside/Harbor Isle의 NY 라이징 위원회의 공동 의장인 Anthony 

D’Esposito는 “Cuomo 주지사의 NY 라이징 커뮤니티 재건 프로그램은 위원회 멤버들이 우리가 

집이라 부르는 공간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하도록 활성화 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지칠 줄 모르는 노력에 대한 위원에 박수를 보냅니다. 저는 우리의 NY 라이징 커뮤니티 재건 

계획의 이행을 기대하고, 더 중요한 것은, 개선이 우리의 사랑하는 커뮤니티에 올 것이라는 

점입니다.” 

 

Mastic 해변 빌리지 및 Smith Point of Shirley의 NY 라이징 위원회의 공동 의장인 Kerri Rosalia은 “NY 

라이징 커뮤니티 재건 프로그램은 폭풍에 피해를 입은 커뮤니티를 치유하는 또 다른 

단계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커뮤니티 구성원들을 모두 하나로 묶어주었으며, 

모두 Mastic 해변 빌리지 및 Smith Point of Shirley를 더 강하게 만드는 공통의 목표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였습니다. 오늘, Mastic 해변 빌리지 및 Smith Point of Shirley의 NY 라이징 커뮤니티 

재건 계획의 발표와 함께, 우리는 모두 이 목표를 실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Massapequas의 NY 라이징 위원회 공동 의장인 Bill Van Wagner는 “NY 라이징 프로그램은 우리의 

커뮤니티를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한 위대한 위원회와 함께 우리의 커뮤니티를 하나로 

만들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NY 라이징 커뮤니티 재건 계획이 우리 커뮤니티를 

더 강하고 미래 폭풍에 대해 더 탄력적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Cuomo 주지사와 뉴욕 주의 자원 

덕분에, 우리는 이 프로그램이 승자가 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Bayville 빌리지의 NY 라이징 위원회 공동 의장인 Vinnie Moscato은 “NY 라이징 커뮤니티 재건 

프로그램을 통해, 저는 우리가 더 나은 Bayville을 만들 수 있도록 하나의 팀으로 일할 수 있는 매우 

강한 커뮤니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우리의 큰 커뮤니티에있는 모든 

사람의 의견을 공청회에서 들을 수 있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헌신적인 사람들과 함께 공동 의장으로 일하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NY Rising Communities Summer 2013  

 

Long Island – Nassau County  

V. Atlantic Beach, East Atlantic Beach, Atlantic Beach Estates 

Lido Beach, Point Lookout 

C. Long Beach 

Baldwin, Baldwin Harbor 

V. Freeport 



Korean 

Seaford, Wantagh 

Bellmore, Merrick 

Bay Park, V. East Rockaway 

South Valley Stream 

V. Bayville 

Barnum Island, Oceanside, V. Island Park, Harbor Isle 

Five Towns (V. Cedarhurst, Hewlett, V. Lawrence, Woodmere, V. Hewlett 

Neck, V. Hewlett Harbor, Meadowmere Park, Inwood) 

Massapequa, V. Massapequa Park, East Massapequa 

 

Long Island – Suffolk County  

V. Amityville, Copiague 

V. Babylon, West Babylon 

V. Lindenhurst 

Fire Island 

West Gilgo to Captree 

V. Mastic Beach, Smith Point of Shirley 

Oakdale, West Sayville  

West Islip 

 

New York City  

Brighton Beach, Coney Island, Manhattan Beach, Sea Gate 

Gerritsen Beach, Sheepshead Bay 



Korean 

Lower Manhattan 

Broad Channel 

New Howard Beach, Old Howard Beach 

Red Hook 

Breezy Point, Roxbury  

Rockaway West (Belle Harbor, Neponsit, Rockaway Beach, Rockaway Park) 

Rockaway East (Arverne, Edgemere, Far Rockaway) 

East and South Shores of Staten Island  

 

Capital/North Country/Mohawk Valley  

T. Jay, T. Keene 

C. Amsterdam, T. Amsterdam, T. Florida 

C. Schenectady, T. Rotterdam 

V. Waterford 

T. Esperance, V. Esperance, V. Schoharie, V. Middleburgh 

*Herkimer County Communities 

*Oneida County Communities 

*Montgomery County  

 

Hudson Valley & Catskills  

V. Margaretville 

V. Sidney 



Korean 

T. Prattsville 

T. Shandaken, T. Hardenburgh 

Ulster County Communities (T. New Paltz, V. New Paltz, T. Saugerties, V. 

Saugerties, T. Wawarsing, V. Ellenville, T. Rochester, T. Olive, T. Woodstock, 

T. Rosendale) 

T. Stony Point 

V. Washingtonville 

 

Southern Tier & Central New York  

Broome County Communities (C. Binghamton, T. Conklin, T. Union, T. 

Vestal, V. Johnson City, V. Endicott) (V. Endicott added) 

Tioga County Communities (T. Nichols, V. Nichols, T. Owego, V. Owego, T. 

Tioga) (T. Tioga added) 

*Madison County  

 

Niagara County 

*Niagara County  

 

NY Rising Communities Spring 2014 

 

Bay Shore 

Blenheim 

Blooming Grove Town 

Canarsie 

Chenango Town 



Korean 

Clarkstown Town 

Endicott Village 

Fulton Town 

Georgetown, Marine Park, Bergen Beach, Mill Basin 

Gravesend 

Middleburgh Town 

Middletown City 

Rosedale, 

Rye City 

Schoharie Town 

Schuylerville, Throgs Neck, Edgewater Park 

Springfield Gardens South, Brookville 

Suffern Village 

Tioga Town 

Wallkill Town 

Windham Town 

Yonkers C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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