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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연방정부가연방정부가연방정부가연방정부가 FREEPORT 마을에마을에마을에마을에 초강력태풍초강력태풍초강력태풍초강력태풍 SANDY 비용을비용을비용을비용을 배상할배상할배상할배상할 것임을것임을것임을것임을 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초강력태풍초강력태풍초강력태풍초강력태풍 Sandy에에에에 따른따른따른따른 정비정비정비정비 비용으로비용으로비용으로비용으로 FEMA-승인승인승인승인 기금에서기금에서기금에서기금에서 60만만만만 달러달러달러달러 이상을이상을이상을이상을 

Freeport에에에에 지급하도록지급하도록지급하도록지급하도록 지시하다지시하다지시하다지시하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가 초강력태풍 Sandy로 인한 피해 배상 비용으로 624,869 

달러를 Nassau 카운티의 Freeport 마을에 제공할 것임을 발표하였습니다.  Freeport 마을은 노동, 

장비, 자재 및 임대 장비, 그리고 계약 서비스를 이용해 사유지와 공공 재산에 널부러진 쓰레기를 

치웠습니다.   

 

“Sandy가 끼친 영향은 뉴욕시 지역, 롱아일랜드, 로어 허드슨 밸리 내 지자체에 큰 어려움을 

안겨주었습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Freeport 마을과 같은 지역 커뮤니티들은 

신속히 복구 작업에 나서서 빠른 시일 이내에 폭풍 쓰레기를 치우고 자립을 위해 노력해야 

했습니다. 이 기금을 마을에 다시 돌려주도록 지시를 내려 주민들이 전반적인 복구 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초강력태풍 Sandy는 Freeport 마을에 엄청난 시련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이 마을은 피해를 

무릎쓰고 곧장 재건과 복구를 위해 상당한 자원을 쏟아부었습니다.  이 배상 기금은 Freeport 

마을에 큰 혜택을 가져다주고 지속적인 복구 활동을 지원할 것입니다”라고 Charles J. Fuschillo, Jr. 

상원의원이 말했습니다. 

 

Brian Curran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와 롱아일랜드가 마침내 연방정부가 몇 개월 

전 Sandy로 인한 재정지원을 약속한 일부 자금을 지원 받게 되었습니다 .  이 연방 자금을 

뉴욕주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에서 Sandy 발생 이후의 엄청난 양의 복구와 재건을 

위한 비용을 드디어 배상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초강력태풍으로 내 지역구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저는 뉴욕주가 우리 지역을 돕고 직장에 다니는 주민들의 복구 활동을 

위해 힘쓰겠다고 한 약속을 계속 실천해줄 것임을 확인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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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강력태풍 Sandy로 파괴된 지자체를 복구하는 일은 우리 부서의 최우선순위입니다. 이 공공지원 

배상 기금은 피해 지역에 다시 재정 문제를 정상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라고 뉴욕주 

국토안보국 긴급서비스국장인 Jerome M. Hauer가 말했습니다. 

 

이 연방 기금을 지원은 뉴욕주가 관리하게 될 지속적이고 예상된 향후 배상금의 일부로서 피해 

지역에 제공될 것입니다. 지자체는 건설, 파괴, 모래와 식물 쓰레기 제거, EOC 편성, 피난, 점검 및 

비상 IT 수선 및 복구와 STEP(Sheltering and Temporary Essential Power) 프로그램을 포함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배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FEMA가 기금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뉴욕주는 이러한 배상금 지급을 지속해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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