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3년 10월 10일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초강력초강력초강력초강력 태풍태풍태풍태풍 SANDY로로로로 인한인한인한인한 보건보건보건보건 및및및및 대민대민대민대민 행정행정행정행정 업무를업무를업무를업무를 위해위해위해위해 2억억억억 달러의달러의달러의달러의 지원금을지원금을지원금을지원금을 

제공하다제공하다제공하다제공하다 

 

비용을비용을비용을비용을 처리하고처리하고처리하고처리하고 시설의시설의시설의시설의 수리수리수리수리 및및및및 재건을재건을재건을재건을 돕기돕기돕기돕기 위해위해위해위해 450여여여여 기관에기관에기관에기관에 연방연방연방연방 지원금을지원금을지원금을지원금을 제공하다제공하다제공하다제공하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초강력 태풍 Sandy이 휩쓸고 간 여파로 인해 450여 보건 기관 및 

대민서비스 제공기관 그리고 기타 커뮤니티 기반 조직에게 2억 달러를 제공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초강력 태풍 Sandy가 뉴욕을 휩쓸고 지나간 지 거의 1년이 되는 지금 뉴욕의 보건 및 대민 서비스 

제공기관들은 지금도 여전히 커뮤니티의 재건을 돕고 있으며, 그 중 대부분이 다시 홀로 서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이 자금은 이들 기관들이 중요 시설의 수리 

및 리노베이션, 미지급 비용, 뉴욕주 피해 주민들에 대한 지속적인 서비스를 비롯해 폭우로 발생한 

상당한 비용을 보전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오늘 발표한 지원금은 뉴욕주가 이전보다 더 튼튼한 

복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가장 많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커뮤니티에 제공될 

것입니다.” 

 

연방의 초강력 태풍 Sandy 사회복지 포괄 보조금(Social Services Block Grant)은 주민들, 보건시설 

수리, 리노베이션, 재건, 정신 건강 시설, 아동 보호 시설 및 기타 사회복지 서비스 시설을 위한 

사회, 보건 및 정신건강 서비스를 비롯해 폭우로 발생한 미지급 비용을 보전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지원금은 초강력 태풍 Sandy로 발생한 수리, 재건 및 리노베이션 비용으로 약 6,500만 달러를, 

Sandy 발생 당시와 발생 후 발생한 미지급 비용으로 5,200만 달러를, Sandy 피해를 입은 뉴욕 

주민들의 지속적인 필요사항에 부응하기 위해 진행 중이거나 새로운 서비스로 7,200만 달러를, 

기타 적격한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비용으로 1,100만 달러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 지원금은 적격 비용을 정리한 완전한 문서가 마련될 때까지 464개 기관에 제공될 것입니다. 

지원금 수령 기관: 

 

지역별지역별지역별지역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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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ve the Children에에에에 166,000 달러달러달러달러 제공제공제공제공, 6개 쉼터에서의 아동 보호와 1,033명의 아동 

돌봄을 위한 “CCSCF(Child Care Safe-Child Friendly)” 비상 공간과 쉼터 마련을 위한 국제 

비영리 활동 비용 보전 용도  

 

롱아일랜드롱아일랜드롱아일랜드롱아일랜드  

•  South Nassau Communities Hospital에에에에 660만만만만 달러달러달러달러 제공제공제공제공, Superstorm 초강력 태풍 Sandy로 

파괴된 시설 교체를 위해 롱비치에 응급센터(Urgent Care Center)를 설립하기 위한 공사 및 

운용 비용. 

•  롱아일랜드롱아일랜드롱아일랜드롱아일랜드 노숙자노숙자노숙자노숙자 연합연합연합연합(Long Island Coalition for the Homeless)에에에에 140만만만만 달러달러달러달러 제공제공제공제공, 

노숙자가 된 참전용사를 포함해 노숙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10개의 비영리 기관이 

들어설 커뮤니티 센터 복구 용도.  

•  롱아일랜드롱아일랜드롱아일랜드롱아일랜드 유대인유대인유대인유대인 메디컬메디컬메디컬메디컬 센터센터센터센터(Long Island Jewish Medical Center)에에에에 290만만만만 달러달러달러달러 제공제공제공제공, 

미지급 운영비로 기존 환자들의 건강 유지와 뉴욕의 Sandy 피해 주민들에 대한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허리케인 Sandy 발생 이후 쇄도하는 환자들을 수용하고 돌보기 

위한 Long Island Jewish Hospital, Steven and Alexandra Cohen Children’s Medical Center, The 

Zucker Hillside Hospital을 포함한 48 에이커 규모의 캠퍼스. 

•  South Shore Association for Independent Living Inc.에에에에 220만만만만 달러달러달러달러 제공제공제공제공, 심한 파손을 입은 

커뮤니티 주거단지 수리 및 재건과 초강력 태풍 Sandy의 여파로 꾸준히 복구 중인 사람들을 

돕기 위한 지원 카운셀링을 제공하는 복구 사례 관리 및 서비스(Recovery Case Management 

and Services) 프로그램 마련. 

•  FEGS Health & Human Services에에에에 210만만만만 달러달러달러달러 제공제공제공제공, 노인, 장애인, 청각장애인을 위한 10층 

규모의 138 가구의 저소득 주거빌딩의 파손에 대한 비영리 형태의 배상과 초강력 태풍 

Sandy 피해를 입은 롱아일랜드의 발달장애 아동 및 성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 

 

뉴욕시뉴욕시뉴욕시뉴욕시 

•  New York University Langone Medical Center에에에에 2,230만만만만 달러달러달러달러 제공제공제공제공, 중환자를 보호하고 

시설 재오픈을 위해 힘쓴 이 시설의 허리케인 Sandy로 발생한 미보상 운영비. 

•  Brookdale Hospital and Medical Center에에에에 230만만만만 달러달러달러달러 제공제공제공제공, 브루클린 소재 본관에 있는 

양로원 입소자들과 기타 환자들을 수용하고 돌보기 위한 미보상 운영비와 병원의 두 개 

층을 리노베이션하고 새로 단장하는 데 발생한 비용 보전 용도. 

•  Sunset Park Health Council Inc. / Lutheran Family Centers에에에에 260만만만만 달러달러달러달러 제공제공제공제공, 이곳은 브루클린 

소재 연방정부 공인 커뮤니티 보건센터로서 Coney Island에 있는 9개의 주변 공공주택단지에 

수용된 폭우 피해 주민들에게 의료, 정신건강, 건강 교육 및 임상 지원을 제공. 

•  Ocean Village 복구복구복구복구 프로젝트를프로젝트를프로젝트를프로젝트를 위해위해위해위해 CAMBA에에에에 100만만만만 달러달러달러달러 제공제공제공제공, 이 프로젝트는 Rockaway 

Peninsula의 Ocean Village 컴플렉스에서 실업 상태에 있거나 능력 이하의 일을 하는 

주민들에게 직업 교육 기회와 즉각적인 취업 알선 평가 시 지원하는 것을 포함해 돈벌이가 

되는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식으로 즉각적인 필요에 대처하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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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chmond University Medical Center에에에에 482,000 달러달러달러달러 제공제공제공제공, 시설의 지붕의 대대적인 파손 

부분과 기타 노출된 건물의 여러 부분에 대한 미지급 비용 및 허리케인 Sandy 발생 이후 

쇄도하는 환자들로 인해 발생된 미지급 운영비. Richmond University Medical Center는 인구 

50만명이 넘는 지역에 중요한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초강력 태풍 

Sandy가 발생했을 때 Staten Island에서 유일하게 완전히 운영되었던 급성환자 치료 

병원이었습니다.  

•  Project Hospitality에에에에 446,000만만만만 달러달러달러달러 제공제공제공제공, 허리케인 Sandy 피해를 입은 수천 명의 Staten 

Island 주민들에게 음식, 주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해 중요한 복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해마다 Staten Island의 26,000명이 넘는 가난하고 굶주리고 

집이 없는 주민들에게 음식, 쉼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  Hamilton-Madison House에에에에 68,000 달러달러달러달러 제공제공제공제공, 재난 정신건강/약물 남용 서비스에 대한 

사례 관리 및 위탁, 중소기업청(SBA) 융자 신청 지원, 차이나타운을 포함한 로어 이스트 

사이드  커뮤니티에서의 Sandy-파손 장비 교체 지원 용도. 

 

Hudson 중부중부중부중부 

•  The Children’s Village에에에에 257,000 달러달러달러달러 제공제공제공제공, 다양한 단기 거주 및 커뮤니티 기반 

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10,000여명의 아동과 가정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 Westchester 

카운티에 있는 주거 지역은 초강력 태풍 Sandy로 인해 지붕이 날아가고 나무가 쓰러지고 

담장이 부숴져 가장 심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 Nyack 소재소재소재소재 The Summit Children’s Residence Center에에에에 241,000 달러달러달러달러 제공제공제공제공. Summit Children’s 

Residence는 이 지원금으로 초강력 태풍 Sandy로 파손된 구조물을 복구 및 유지하고, 

극심한 정서장애를 앓고 있는 115명의 청소년에게 년 365일 하루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할 것입니다. 

 

지원금 수령 단체는 지원 제안서에 대한 경쟁력 있고 투명한 요청을 통해 선발되었습니다. 모든 

지원금 제공 결정은 확정적이 아닌 예비적 성격을 갖습니다. 구체적인 부적합 비용, 다른 연방, 주 

또는 민간 기관의 배상금과 함께 중복 지원된 보조금, 불충분하게 기록된 비용 사례가 발견될 경우 

지원금 조정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또한 뉴욕주는 지원금 가용성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예비 지원 할당금에 대한 자세한 목록을 보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www.Stormrecovery.ny.gov/SandySSBG  

 

상원 다수연립 공동의장인 Dean Skelos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보조금은 롱비치 주민들이 

South Nassau Communities Hospital과  Long Beach Medical Center를 통해 제공되는 응급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지원금은 롱비치의 보건 서비스를 

황폐화시킨 허리케인 Sandy로부터 우리 지역이 지속적으로 복구할 수 있게 해주는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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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입니다.” 

 

상원 다수 연립 공동의장인 Jeff Klein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초강력 태풍 Sandy가 발생한 지 

일년이 된 지금 뉴욕을 재건하겠다고 한 우리의 약속은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합니다. 이 기관들은 

뉴욕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 지원군으로 계속 활동할 것입니다. 이 기관들이 도움이 

필요한 커뮤니티를 재건시키고 계속 봉사해줄 수 있도록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Sheldon Silver 주 하원 대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이 초강력 태풍 Sandy로 파괴되었을 때 

저와 우리 주 하원의원님들 대부분은 현지 비영리기관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도움의 손길이 몹시 

필요한 분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비영리기관들은 주민들과 소상공인들에게 

매우 소중한 도움의 손길을 제공하였습니다. 지난 해 우리의 비영리기관, 보건소 및 대민업무 

기관들은 그들 본연의 임무에 따라 그러한 지원에 앞장섰습니다. 저의 로어 맨해튼 

커뮤니티에서는 현지 기관들이 몸소 행동에 나서서 24시간 내내 취약 계층을 돌보았고,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습니다. 수리 및 재건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뉴욕의 

비영리기관은 항상 지역주민들을 우선시하였습니다. 우리 커뮤니티에 지속적으로 헌신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 드리며, 450여개의 커뮤니티 기반 단체의 활동을 알아봐주신 Cuomo 주지사께 

감사 드립니다.” 

 

South Nassau Communities Hospital의 Richard Murphy 사장 겸 CE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리케인 

Sandy의 엄청난 위력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의 보건 서비스 약속에 따라 Social Services Block 

보조금으로 병원을 지원하게 해주신 Andrew Cuomo 주지사께 감사 드립니다. 특히, 이번 

보조금으로 South Nassau는 롱비치 주민들에게 응급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확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South Nassau Communities Hospital은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Long Beach 

Medical Center와 NYS 보건부와 함께 일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Staten Island의 여러 지역들과 함께 Project Hospitality의 실무국장인 Terry Troia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012년 11월 1일 이후, 허리케인 Sandy 피해를 입은 가구가 4,000여 가구로 

늘어났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뉴욕시 유일의 지속적인 대피소를 관리해나갈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님과 우리 신청서를 검토해주신 팀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 소중한 

보조금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 지원금은 모든 Staten Island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Long Island Coalition for the Homeless의 Greta Guarton 실무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지원금을 

제공해주신 주지사와 뉴욕주에 대단히 감사 드립니다. 이 자금으로 초강력 태풍 Sandy로 파괴된 

커뮤니티 센터에 대한 복구 작업을 완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건물이 복구됨에 따라, 노숙자가 

된 참전용사와 기타 롱아일랜드 노숙인들은 이 건물에 공동 입주해 있는 10개의 비영리기관이 

제공한 “원스톱” 모델에서 주택 및 취업 지원을 포함해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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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ve the Children’s Domestic Emergencies Programs의 Jeanne-Aimée De Marrais 자문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지사의 지원은 아이들이 가장 상처 받기 쉬울 때, 가족들이 모든 것을 잃어 큰 

대피소에서 몸을 피해야 할 때(때로는 수 많은 낯선 사람들 옆에서 잠을 자야 할 때) Save the 

Children은 아이들의 안전을 도모하는 프로그램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Save the 

Children으로 하여금 폭풍우가 몰아친 이후 곧바로 뉴욕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할 때 대피소에서 

아동 보호와 회복을 지원할 수 있게 해준 Cuomo 주지사의 지원에 감사 드립니다.”  

 

Brookdale University Hospital and Medical Cente의 Mark E. Toney 사장 겸 CE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커뮤니티 병원인 Brookdale의 핵심 신념은 함께 봉사한다는 것입니다. 허리케인 Sandy 발생 후 

우리는 주지사 사무실, DOH, GNYHA와 함께 우리 지역 커뮤니티와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가장 

취약한 시민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에 자랑스러움을 느낍니다. 폭풍 발생 시 

Cuomo 주지사의 리더십에 감사 드립니다. 또한 오늘 우리는 Brookdale의 활동을 인정해주신 

주지사께 감사 드립니다. 이 포괄 보조금은 가장 힘든 시기에 발생한 엄청난 비용의 일부를 

보전해줄 것입니다.”  

 

Kathy’s Korner of Care의 Kathy Teemer-Campbell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롱비치의 소아 돌봄 

프로그램 소유기관이자 운영기관인 제 사업체는 초강력 태풍 Sandy로 크게 파손되었습니다. 제 

집과 사업장은  5피트나 차오른 홍수를 겪었고, 화재가 발생하여 1층 전체가 소실되었습니다. 저는 

대체 장소에서 우리 기관의 활동을 계속 추진하고 폭우 피해를 입은 다른 가정에게 중요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을 행운으로 여깁니다. 이 지원금은 제 집의 복구와 아이 돌봄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 사업체, 제 집 그리고 제 삶을 다시 돌보고 

재건할 수 있게 해준 이 기회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NYU Langone  Medical Center 학장 겸 CEO인 Robert I. Grossman 박사(MD)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커뮤니티 보건서비스의 시급한 요구사항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NYU Langone을 

성원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특별히 Andrew M. Cuomo 주지사와 뉴욕주 보건 및 

국토안보부 직원들을 포함한 뉴욕주 공무원분들께 감사 드리고 싶습니다. 이 지원으로 우리 

환자들과 뉴욕시 전체가 큰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NYU Langone은 현재 엄청난 폭우 피해에서 

복구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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