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뉴욕주 CDBG-DR 신청 가능 여부 심사
뉴욕주 나소 카운티는 2015-01-26 다음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뉴욕주 공동체 개발 구역
보조금 재해 복구(Community Development Block Grant-Disaster Recovery (CDBG-DR))
프로그램 자금을 신청할 예정임을 발표했습니다. Bay Park 하수 처리 플랜트(STP) E3 단계
메인 변전소 및 배전

활동: 뉴욕주 CDBG-DR 자금은 $810,000,000 FEMA 428 대안 절차 계획의10 퍼센트를
제공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이 10 퍼센트는 Bay Park STP 배선 및 긴급 발전 기반시설과
관련된 공사에 사용될 것입니다. 500년 홍수 계획(El. 18.25피트)에 따라 신규 메인
변전소(MSS) 건물에 홍수위가 건설될 것이고, 홍수위는 10 피트 기저 홍수위로부터 약
8피트 위에 건설되어 폭풍우 도중 또는 이후에 물이 침범할 가능성을 줄여줄 것입니다.
허리케인 샌디가 발생했을 때, 변전소 바닥 출입구를 통해 홍수가 도관에 범람하고 육지에
홍수가 발생하며 STP 배관 시스템이 넘쳐 STP의 배전 및 발전 시스템이 작동하지
못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폭풍우가 발생한 경우 및 그 이후에 하수 및 얕은
지하수가 길거리 및 인근 가정으로 범람하지 못하도록 하여 STP가 계속해서
작동함으로써 커뮤니티의 복지뿐만 아니라 공중 보건 및 안전이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목표:향후 폭풍우가 발생한 경우 NY 나소 카운티 거주자를 위한 커뮤니티의 복지뿐만
아니라 공중 보건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Bay Park의 STP가 작동 상태를 유지하도록 함.
위치: 3단계 메인 변전소 및 배전 사업 중 Bay Park STP의 CDBG-DR 부분은 2 Marjorie
Lane, East Rockaway, Town of Hempstead, NY 11518에 위치한 기존 Bay Park STP 현장에서
수행될 예정입니다. 70평방마일에 이르는 서비스 지역에서 STP는 약 550,000명의 나소
카운티 거주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숫자는 카운티 전체 인구의 약
40 퍼센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금액: 표 1은 Bay Park STP 3단계 메인 변전소 및 배전 사업의 프로젝트 총 예상 비용과
함께 CDBG-DR 활동 및 달러 단위 상응 금액을 보여줍니다.
표 1. Bay Park STP 3단계 메인 변전소 및 배전 자금 출처, 달러 단위 상응 금액 및 활동
자금 출처
CDBG-DR
CDBG-DR

금액
$81,000,000
$20,000,000

$42,000,000
FEMA PA 대안 절차
프로그램(FEMA PA
Alternative Procedures
Program)
E3 단계 총합 $143,000,000

활동
3단계 관련 건설
3단계 관련 건설
3단계 관련 건설

신청서 사본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Nassau County Executive

Building, 1 West Street, 4th Floor, Mineola, NY 11501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고는
나소 카운티 공공 관계부서(Department of Public Works (DPW)) 웹 사이트
http://www.nassaucountyny.gov/1865/Public-Works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시민, 특히 이 프로젝트로부터 영향을 받거나 중저소득층 및 황폐 지구에 거주 중인
시민은 2015-01-23 을 통해 다음 주소로 나소 카운티에 의견 및 견해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Nassau County Executive Building
1 West Street, 4th Floor
Mineola, NY 11501
또한, 다음 정보도 제공됩니다.
a. 현 회계연도에 제안된 커뮤니티 개발 재난 복구 활동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소득 포함 자금 규모
제안된 CDBG-DR 활동에 사용 가능한 잠재적인 자금은 나소 카운티를 위한 뉴욕
라이징 커뮤니티 재건축 계획(New York Rising Community Reconstruction
Plans(NYRCR))에 포함되며, 해당 정보는 뉴욕 뉴욕 라이징 커뮤니티 재건축(New York
State New York Rising Community Reconstruction) 프로그램 홈페이지
http://stormrecovery.ny.gov/nyrcr/final-plans#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b. 착수된 공동체 개발 구역 보조금 재해 복구(Community Development Block GrantDisaster Recovery (CDBG-DR)) 활동의 범위
제안된 CDBG-DR 활동의 범위는 나소 카운티를 위한 뉴욕 라이징 커뮤니티 재건축
계획(New York Rising Community Reconstruction Plans (NYRCR))에 포함되며, 해당
정보는 뉴욕주 뉴욕 라이징 커뮤니티 재건축(New York State New York Rising
Community Reconstruction) 프로그램 홈페이지 http://stormrecovery.ny.gov/nyrcr/finalplans#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 중저소득층 시민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국가적 목표 달성에 사용되도록 제안된
CDBG-DR 자금의 예상 금액, 및
주택도시개발국(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HUD))은 CDBG-DR 자금 중
50 퍼센트를 중저소득층(LMI) 국가적 목표에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Bay Park 하수도 처리 플랜트(STP) 3단계 메인 변전소 및 배전 프로젝트는 STP 서비스
지역(550,810명) 내 약 32 퍼센트의 LMI 인구(176,739명)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d. 해당 자금의 지원을 받는 활동으로 인한 사람의 이동을 최소화하도록 지정된 계획 및
해당 활동으로 인해 실제적으로 이동하게 된 사람에게 나소 카운티가 제공하는 혜택
나소 카운티 이동 금지 계획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Nassau County Executive
Building, 1 West Street, 4th Floor, Mineola, NY 11501, 정상 근무 시간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