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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9/11 피해자를 위한 자금 확대를 의회에 촉구하는 공개 서한 발행  

  

Cuomo 주지사: “저는 도움이 필요한 모두에게 자금 전부가 투입될 수 있도록 즉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미국의 정신은 부름을 받은 사람을 보살피는 것이며, 9/11 

테러로 인해 고통받은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은 국가로서 우리의 책임입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상원과 하원에 9/11 피해자 보상 기금(September 

11th Victim Compensation Fund)에 자금 지원을 즉시 확대할 것을 촉구하는 공개 

서한을 발행했습니다. 기금의 회장은 요청의 증가와 자금의 감소로 인해 생존자들에 

대한 향후 지원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금요일에 발표했습니다.  

  

해당 서신의 전체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원의원 및 하원의원님들께.  

  

뉴욕에서 우리는 9/11테러로 인해 발생한 고통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며, 테러 당시 

발분했던 영웅들과 그후 수일, 수개월, 수년에 걸쳐 그들을 돕기 위해 의생한 영웅들을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뉴욕에서 우리는 언제나 함께 뭉쳐 9/11 테러의 

희생자들을 지원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테러로 인한 신체적 문제로 신음하고 있는 생존자들에게 연방 

지원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최근의 결정에 대해 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9/11테어 피해자 보상 기금(September 11th Victim Compensation Fund)은 뉴욕주 연방 

의회 대표단(New York State Congressional delegation)이 투쟁 끝에 설립되었고, 

2011년 9/11테러와 연관된 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응답자와 개인들을 위해 

재개되었습니다. 이는 테러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이 나라의 헌신을 증명하는 

것이며, 절대 제한이나 타협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자금 삭감 결정에 대한 응답은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모두에게 자금 지원을 늘리고 기금을 영구화시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이 

나라의 영웅이며, 모두는 동등하고 전면적인 자금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도움이 필요한 모두에게 자금 전부가 투입될 수 있도록 즉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미국의 정신은 부름을 받은 사람을 보살피는 것이며, 9/11 테러로 인해 

고통받은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은 국가로서 우리의 책임입니다.  

  

뉴욕에서 우리는 언제나 9/11테러의 희생자들 편에 설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노력을 

대표하는 뉴욕의 대표단과 함께 협력하여 생존자들이 누려야하는 자금 지원을 보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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