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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허리케인허리케인허리케인허리케인 SANDY의의의의 영향을영향을영향을영향을 가장가장가장가장 크게크게크게크게 입은입은입은입은 커뮤니티들에커뮤니티들에커뮤니티들에커뮤니티들에 휴가철휴가철휴가철휴가철 기부기부기부기부 장난감을장난감을장난감을장난감을 

배부하기배부하기배부하기배부하기 위해위해위해위해 각료들각료들각료들각료들 배치배치배치배치 

 

Toy Industry Foundation, 민간민간민간민간 기업기업기업기업 및및및및 뉴요커들이뉴요커들이뉴요커들이뉴요커들이 48,000여점의여점의여점의여점의 장난감장난감장난감장난감 기부기부기부기부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뉴욕주민들이 기증한 48,000여점의 장난감 배부를 조율하기 위해 

허리케인 Sandy의 타격이 가장 큰 지역에 그의 각료들을 배치하였습니다. 오늘 Empire State 

Development 총재 겸 CEO Kenneth Adams, NYS 주택지역사회갱신 커미셔너 Darryl Towns 및 주무부 

장관 Cesar Perales가 장난감 배부를 돕기 위해 Staten Island, Far Rockaway 및 Nassau 카운티의 

장소들을 방문하였습니다.  

 

“허리케인 Sandy에 의해 가장 많이 황폐화된 지역들의 많은 가족들에게 이 휴가 시즌을 축하하는 

것은 힘든 시간입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Toy Industry Foundation, 우리의 

기업 파트너 및 개별 뉴요커들의 자비심으로 허리케인 Sandy의 영향을 입은 어린이들에게 휴가 

시즌을 밝게 하도록 돕기 위해 48,000여점의 장난감이 수집되었습니다.”  

 

“뉴욕 가족들이 수퍼 폭풍 Sandy로부터 아직도 회복하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들이 새 장난감으로 

휴가 시즌의 기쁨에 참여하고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게 되어 가슴 뿌듯합니다”라고 뉴욕주 

주무부 장관인 Cesar Perales가 말했습니다. “본인은 Cuomo 지사님의 이 노력에 대해 찬사를 보내며 

우리 기업 리더들의 후한 기증에 감사드립니다.” 

 

“Cuomo 지사님은 허리케인 Sandy 구제의 매우 많은 측면에서 리더였습니다”라고 일반서비스실 

커미셔너인 RoAnn Destito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허리케인으로 모든 것을 잃은 가족들의 휴가 

시즌을 더 쉽게 만들기 위해 장난감을 기증하기 원하는 수 많은 주 공무원과 전주의 커뮤니티 

구성원들을 위해 주 사무소 건물을 수집 장소로 사용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기증품 중에서 Toy Industry Foundation이 40,000점의 장난감을 제공하였는데, 이를 그들은 폭풍 

영향을 입은 주 남부 지역의 단체에 배부하였습니다. 8,000여점의 장난감은 Walmart, Sears, PSE&G 

및 Carnegie Hall에 의해 그리고 주 사무소 건물에서 주지사의 NY Gives 토이 드라이브 및 뉴욕주 

민주위원회를 통해 기증되었습니다. 또한, Toys-R-Us는 각 100달러짜리의 기프트 카드 50개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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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달러를 기부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증품은 뉴욕시와 롱아일랜드의 여러 곳에 전달되어 

배부될 것입니다. 

 

“Toy Industry Foundation은 어려움에 처한 어린이들과 함께 바로 우리의 뒷마당에서 장난감의 

기쁨을 공유하고 놀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라고 북미 완구 산업의 자선 기관인 Toy Industry 

Foundation의 전무이사 Jean Butler가 말했습니다. “많은 지역사회들이 아직도 허리케인 

Sandy로부터 회복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장난감들이 매일의 삶에 약간의 정상 상태를 복구하고 

휴가 시즌을 조금이나마 더 밝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PSE&G 부사장 Dave Daly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PSEG Long Island는 허리케인 Sandy의 충격을 

아직도 느끼고 있는 가족과 특히 어린이들을 위해 휴가 시즌을 조금이나마 더 밝게 만들기 위한 이 

노력에 동참하게 되어 기쁩니다. 우리는 이 캠페인을 조직한 Cuomo 지사님과 그의 스탭들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Sears Holdings의 CEO 겸 사장인 Lou D’Ambrosio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년중 이 특별한 시기에 

우리는 허리케인 Sandy의 타격이 가장 큰 가족과 특히 어린이들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향을 입은 많은 어린이들이 휴가 시즌 동안에 약간의 환호와 미소를 지을 수 있도록 장난감을 

기증하게 되어 기쁩니다. Sears는 이 어려운 회복 기간에 우리 지역사회와 고객들을 계속 도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캠페인을 주도하신 Cuomo 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Sandy의 영향을 입은 가족들은 특히 이 휴가 시즌에 우리의 마음과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다”라고 

Walmart의 선임 부사장인 Julie Murphy가 말했습니다. “Walmart는 이 복구 노력을 돕기 위해 우리의 

역할을 계속 할 것이며 이 장난감 기증이 지역의 천여명 어린이들에게 작은  기쁨을 가져다 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기간 동안 Cuomo 지사님의 지속적인 리더십에 감사하며 도움의 손길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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