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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초강력태풍초강력태풍초강력태풍초강력태풍 SANDY로로로로 인한인한인한인한 보건보건보건보건 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 필요에필요에필요에필요에 발맞춰발맞춰발맞춰발맞춰 2억억억억 달러달러달러달러 지원을지원을지원을지원을 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 

 

이이이이 연방연방연방연방 기금은기금은기금은기금은 태풍태풍태풍태풍 이후이후이후이후 발생발생발생발생 비용을비용을비용을비용을 처리하고처리하고처리하고처리하고 시설시설시설시설 복구복구복구복구 및및및및 재건에재건에재건에재건에 사용될사용될사용될사용될 예정이다예정이다예정이다예정이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초강력태풍 Sandy로 인해 보건 서비스 제공기관 및 기타 

커뮤니티 기반 기관들의 지원금 요청으로 2억 달러를 제공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기금은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 보건 및 정신 건강 서비스, 그리고 보건시설, 정신위생 시설, 아동 케이 

시설 및 기타 사회복지 시설의 수리, 리노베이션 및 재건을 포함해 폭풍 발생으로 인해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Sandy SSSBG(Supplemental Social Services Block Grant)로 제공됩니다. 

 

“초강력태풍 Sandy 발생 당시 및 이후 뉴욕주 보건 서비스 제공기관들은 뉴욕 주민들에게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는 커뮤니티들이 폭풍 피해로부터 재건하는 데 필요한 자원이 되고 

있습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이들 기관들은 노년층, 아동 및 저소득 가정을 

비롯해 뉴욕주에서 가장 취약한 다수의 거주민들의 필요 사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관이 

폭우로 시설에 재정적 손실과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기금은 지역사회 주민들을 지속적으로 돕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폭풍 피해를 입은 기관들은 지원 신청을 하기 바랍니다.” 

 

이 중요한 보건 서비스 제공기관들과 그들이 돌보는 사람들의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뉴욕은 

공적이고 투명한 건의 요청을 통해 연방 Sandy SSBG 기금에서 2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신청자는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 기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향후 심각한 기상 악화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파손 시설들이 더욱 빨리 복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포함해 초강력 태풍 Sandy로 인한 아동 케어 제공기관, 건강 및 

정신위행 시설, 양로원 및 유사 시설, 기타 보건 서비스 시설을 위한 시설 수리, 재건 및 

리노베이션.  

• 아동 케어, 보건, 정신건강, 행동건강, 고용, 연로자 중심 및 기타 직접 서비스 제공 비용 및 

초강력 태풍 Sandy로 인한 분실물 및 파손물 비용과 그에 따른 공급 물품 비용에 대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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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강력 태풍 Sandy 발생 시와 발생 후 넘쳐나는 식량 구호 요청에 따라 발생된 비용에 

대해 푸드뱅크, 푸드팬트리 및 관련 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한 보상.  

• Sandy 피해를 입은 뉴욕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에 발맞춰 아동 케어, 식품/영양, 보건, 

정신전강, 행동건강, 고용, 법적, 연로자 중심, 자원봉사자 협조, 사례 관리 및 기타 직접적인 

서비스 증가에 대한 보상.  

• Sandy 피해 지역에서 많아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장비 및 공급물품.  

• Sandy 발생 기간 동안 발생한 기타 적격한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비용 및 시설과 기타 

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속적인 필요사항. 

 

Greater New York Hospital Association의 Kenneth E. Raske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처럼 

시기적으로 중요한 자금을 확보해주시고 병원과 양로원에 제공해주신 Cuomo 주지사께 감사 

드립니다. 이 기금은 뉴욕의 보건 커뮤니티가 Sandy로 인해 파손되고 파괴된 시설을 수리하고 

복구하는 데 도움을 주고 향후 기상 악화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빠른 복구를 할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뉴욕주 Food Bank Association의 Mark Quandt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푸드뱅크와 

푸드팬트리는 Sandy 발생 후 뉴욕 주민들에게 삶을 지탱할 수 있는 지원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들 

기관들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자금을 제공해주신 것에 

감사 드립니다.” 

 

뉴욕주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의 Kristen Kerr 상임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동 케어는 모든 커뮤니티의 경제에 중요한 부분이지만, 초강력 태풍 Sandy로 인해 많은 

프로그램들이파괴되었습니다. 주지사께서 SSBG 특별기금을 뉴욕 계획에 속한 아동 케어에 

사용하도록 해주심으로 해서 이들 시설들이 피해 지역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지원이 이뤄지게 될 것입니다.” 

 

뉴욕주는 6월 30일 이 기금 계획서를 미국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에 

제출하여 7월 22일 승인을 받았습니다. 보건서비스 제공기관들은 2013년 8월 30일까지 기금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온라인 신청 링크는  

http://nysandyhelp.ny.gov/content/sandy-social-services-block-grant-ssbg-funding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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