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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2년 12월 28일 

CUOMO, CHRISTIE 및및및및 MALLOY 주지사들이주지사들이주지사들이주지사들이 SANDY 일괄일괄일괄일괄 원조원조원조원조 법안에법안에법안에법안에 대해대해대해대해 하원에하원에하원에하원에 보내는보내는보내는보내는 공동서한공동서한공동서한공동서한 

 

상원이 Sandy  일괄 원조 법안을 통과시킨 후 Andrew M. Cuomo, Chris Christie 및 Dannel Malloy 

주지사들은 다음 서한을 각 하원의원들에게 발송하였습니다: 

 

2012년 12월 28일 

 

하원의원께: 

 

귀하께서 2012년의 잔무를 처리하기 위해 워싱턴 DC로 돌아오시므로 우리는 허리케인 Sandy로 

황폐화된 주들을 위한 연방 원조 법안을 마무리짓는 데 있어서 귀하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Obama 

대통령이 제출한 종합 법안은 상원을 통과하였으며 하원도 통과하면 근 2개월 전에 폭풍이 닥친 

이래 우리 지역들의 수 십만 중소 기업들과 주택 소유자들이 기다려온 긴급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어느 부분에든 위기나 자연 재해가 닥칠 때마다 항상 영향을 받은 지역의 선출직 

대표들이 가장 강경하게 의견을 밝히면서 동료들에게 본분을 다하여 절실히 필요한 연방 지원을 

전달하도록 투표할 것을 촉구해 왔습니다. 우리 3개 주의 하원의원들은 이러한 일괄 원조 법안에 

중요한 투표를 하기 위해 항상 그곳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미국이니까요 – 우리 중 

하나가 곤경에 처했을 때 우리는 능동적으로 상황에 임하여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왔습니다. 

 

Sandy의 규모와 범위에 가까운 폭풍이나 재난이 있었을 때마다 미국내 지역에 관계 없이 하원은 

보충 원조로 수 십억 달러를 승인해 왔습니다. 즉, 1989년 이래 35건의 개별 보충 전용 법안의 

일환으로 총 2900억 달러를 승인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와 같은 신속한 지원을 요청합니다. 본 원조 법안의 통과가 지연된다면 그것은 근래 

역사에서 전례가 없을 것이며 재난 지원에 대한 연방 정책의 변화를 암시할 것입니다. 

 

따라서 하원의 각 및 모든 의원들께 해당되는 질문: 이 폭풍이 여러분의 지역구에 닥쳐서 Sandy가 

우리 주들을 황폐화시켰던 식으로 귀하의 지역구를 황폐화시켰다면 귀하는 하원이 할만큼 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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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시겠습니까? 귀하 지역구의 수 만 주택 및 업소들이 파괴되어도 침묵을 지키시겠습니까? 

귀하는 하원이 돕기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몇 달이 지나가도록 하시겠습니까? 

 

상원은 초당적으로 이 일괄 원조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하원은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재정 절벽”을 피하도록 돕기 위해 하원이 이번 주말에 다시 열리므로, 

재난은 이 나라의 모든 지역에 영향을 미치며 우리는 위기시에 한 국민으로서 뭉쳐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원조를 위한 귀하의 지지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지사 Andrew M. Cuomo 

주지사 Chris Christie 

주지사 Dannel P. Mall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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