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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보도용보도용보도용보도용: 2012년 12월 16일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NYU MEDICAL CENTER를를를를 위한위한위한위한 최초의최초의최초의최초의 반환금으로반환금으로반환금으로반환금으로 1억억억억 1400만만만만 달러달러달러달러 이상이상이상이상 지급지급지급지급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태풍 샌디가 NYU Langone Medical Center를 강타한 후 처음으로 

태풍 대비, 대피, 기타 태풍 관련 지출금과 관련된 비용으로 1억 1400만 달러를 지급한다고 

발표하며 배상금을 전달했습니다. 
 

주지사는 오늘 미국의 주요 임상 및 연구센터 중 하나인 NYU Langone Medical Center를 방문하여 

이 자금을 전달하고 파괴된 현장과 복구 정도를 시찰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뉴욕주 남부 지역의 지역사회는 태풍 Sandy때문에 파손되고 황폐화되었는데 

이제 다시 일으켜 세울 때입니다”.  “이 최초의 연방 보조금은 NYU Langone Medical Center와 

20,000명의 의료진, 과학자, 간호사 및 직원들이 Sandy로 인해 발생한 이례적인 피해를 복구하고 

뉴욕 주민들을 돌보는 일에 다시 전념할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NYU Langone Medical Center는 $114,632,500의 보조금을 수령하여 태풍 발생 직후부터 재난 대비, 

대피, 물 제거, 응급 수리 등 관련 비용을 충당하는데 사용할 것입니다. 
 

오늘 보조금은 주 및 연방 관계자가 신청 절차를 조율한 후 제공되었습니다. 주 공공부조 

담당자(State Public Assistance Liaison)는 FEMA 공공부조 코디네이터와 협력하여 지역 정부와 

NYU Langone과 같은 조직들을 도와 이미 취해진 조치와 향후 태풍 피해로부터 완전히 복구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을 기록하여 청구서를 작성하도록 도와줍니다. 기타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 자금은 잔해 제거와 폐기를 위한 비용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NYU Langone Medical Center 이사회의 Ken Langone 회장은 “태풍 Sandy가 Medical Center를 

강타했을 때 직원과 뉴욕시 주민 및 최초 대응자들이 수 백 명의 환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용감하게 행동하는 동안 뉴욕의 진정한 영웅이 누구인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태풍 

Sandy가 뉴욕에 상륙했을 때와 뉴욕을 강타한 후 Cuomo 주지사는 피해 지역에 있으면서 주민의 

고충을 들어주고 피해를 직접 확인하고 복구와 재건을 돕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도록 

지시했습니다. 주지사는 뉴욕주 의회의 Schumer, Gillibrand, King 대표및 Lowey 상원의원을 

비롯한 양쪽 대표들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연방 지원을 얻기 위한 활동을 이끌어갔습니다. 오늘 

발표한 내용은 뉴욕주에게 큰 성과이며 NYU Medical Center가 앞으로도 뉴욕 주민을 위해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리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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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U Langone Medical Center의 Robert Grossman 원장 겸 CEO는 “NYU Medical Center는 태풍 

Sandy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었으며 복구 비용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오늘 발표 

내용은 우리 Medical Center, 환자, 전체 뉴욕시에게 큰 희소식이며 보조금은 복구 작업 비용에 

사용하는 것보다 돕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뉴욕주는 스스로 일어설 수 없기 때문에 Cuomo 주지사가 전면에 서서 우리가 다른 

주를 도와왔듯이 전국적 차원에서 뉴욕주를 지원하도록 설득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시기 적절하고 안전하게 시설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협력해온 뉴욕주 

국토 안보 및 긴급 서비스국(State Departments of Health and Homeland Security) 직원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Cuomo 주지사는 우리를 위해 노력하여 성과를 얻어냈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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