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배포용: 2012년 10월 31일

CUOMO 주지사, 뉴욕주를 위해 허리케인 Sandy로 인한 연방 원조를 위해 최대한의
변상을 요청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모든 연방정부 선언 카운티들을 위한 뉴욕주의 허리케인
Sandy 대응 및 복구에서 연방 원조에 대한 최대한의 연방 승인 변상을 정식으로
요청하였습니다. 주지사는 뉴욕주 출신 연방의회 의원들에게 현행 법률에 의거 대통령이
승인할 수 있는 비용의 90%가 아닌 100%를 연방정부가 변상하는 것을 허용할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Cuomo 지사가 Obama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
2012년 10월 31일
The Honorable Barack Obama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The White House
1600 Pennsylvania Avenue, N.W.
Washington, D.C. 20500
경유: Ms. Lynn Canton
Regional Administrator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Region II
26 Federal Plaza, Room # 1311
New York, New York 10278
제목: DR-4085
연방정부 비용 분담 증대
존경하는 대통령님:
뉴욕주 정부는 뉴욕주의 모든 연방정부 선언 카운티들을 위한 허리케인 SANDY 대응 및
복구에서 44 C.F.R. § 206.47(b) 및 (d)에 의거 연방 원조를 위해 최대한의 연방 승인 변상을
요청합니다. 허리케인에 대응하여 구현된 직접 연방 지원 및 카테고리 B 긴급 보호 조치를
위해 FEMA는 제(d)항에 의거 100% 변상을 제공할 권한이 있습니다. 제(b)항에 의거
FEMA는 뉴욕주에 해당 영구 공사 비용의 90%를 교부할 권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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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C.F.R. § 206.47(d)에 기술된 바와 같이 “재난의 니즈에 의해 타당한 경우, 우리는 인당
영향과 관계 없이 재난의 초기 일들의 제한된 기간에 대한 직접 연방 지원을 포함하여
제403 및 407조에 의거한 긴급 공사를 위해 최대 100%의 연방 예산을 권고합니다.”
우리는 허리케인 Sandy로 인한 커다란 영향이 이 지원 제공을 분명히 정당화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우리 카운티들은 다건물 화재, 터널 폐쇄, 병원 및 기타 중요 인프라의 정전, 주택 파괴 및
대피소 인원들의 지속적 영향에 대응하고 있는바, 이 모두는 비상 대응 작업을 극히
복잡하게 만든 역사적 홍수의 와중에 발생한 것입니다. 더욱이, 염수, 홍수로 완전 침수된
후에 복잡한 전기 구동 지하철 및 철도 운송 시스템을 복구하는 비용은 뉴욕주에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지울 것입니다. 수 천개의 작은 업소에 끼친 이 폭풍의 충격은 파괴적이고
전례가 없습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금융 허브와 북동 연안의 최대 항구에 있는 비즈니스의
심각한 붕괴로 인해 광역 메트로폴리탄 지역과 뉴욕주의 경제적 이익 상실은 6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지원은 우리 주와 지역 정부들이 허리케인 Sandy로 인한 황폐화와 관련된 긴급하고
지속적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긴요합니다.
질문이 계시면 뉴욕주 조정관인 Steve Kuhr에게 518-292-2301번으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DREW M. CUO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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