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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수퍼수퍼수퍼수퍼 태풍태풍태풍태풍 SANDY로로로로 인해인해인해인해 피해를피해를피해를피해를 입은입은입은입은 LONG ISLAND 주택주택주택주택 소유주들과소유주들과소유주들과소유주들과 소규모소규모소규모소규모 

기업들을기업들을기업들을기업들을 위한위한위한위한 무료무료무료무료 법률법률법률법률 서비스를서비스를서비스를서비스를 제공하기제공하기제공하기제공하기 위해위해위해위해 100만만만만 달러달러달러달러 지원할지원할지원할지원할 것을것을것을것을 발표발표발표발표  

 

자금자금자금자금 조달은조달은조달은조달은 Hofstra 대학대학대학대학 Maurice A. Deane 법대의법대의법대의법대의 재재재재해해해해 복구복구복구복구 클리닉클리닉클리닉클리닉 역량역량역량역량 확대에확대에확대에확대에 사용사용사용사용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Hofstra 대학 Maurice A. Deane 법대의 재해 복구 클리닉에 100만 

달러의 자금 지원을 통해 수퍼 태풍 Sandy로 인해 피해를 입은 Nassau 및 Suffolk 카운티에 있는 

가족들과 중견기업들을 도울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자금 지원은 추가 250개의 주택 

소유주들과 기업들을 대상으로 클리닉에서 무료 상담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수퍼 태풍 Sandy로 인해 이미 큰 피해를 입은 가족들과 소기업 소유주들은 

엄청난 청구서로 인한 추가 자금 압박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투자는 Hofstra 

법대생들이 엄청난 공공 이익에 대해 자신들의 기술을 활용하고, 복잡한 상황 탐색을 필요로 하는 

의뢰인들을 지원하고 이웃들이 다시 자신들의 삶을 다시 찾을 수 있게 함으로써 뉴욕주가 

정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뉴욕주 태풍 복구반 책임자인 Seth Diamond는 “Hofstra 법대와 헌신적인 법대생들이 나서서 Long 

Island의 태풍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한 것에 감사 드린다 고 말했습니다. 이 자금은 수백여 

개의 가정과 기업들까지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확장할 것입니다.”  

 

이 자금은 미국 주택 도시 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 Urban Development)가 후원하는 

뉴욕주의 CDBG-DR(Community Development Block Grant Disaster Recovery) 프로그램을 통해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Hofstra 법의 재해 복구 클리닉(Disaster Recovery Clinic)에 대한 자금 지원은 

2015년 5월까지 계속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Hofstra 법대 총장 Eric Lane은 “이것은 크게 법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우리 지역 사회 구성원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학생들이 실질적 기술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훌륭한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NY Rising 프로그램을 통해 이러한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해준 Cuomo 

주지사와 헌신을 아끼지 않은 그의 직원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또한 태풍 샌디로 인한 피해 직후 

남은 폐허를 복구하기 위해 법대와 대학이 즉시 이에 대처하기 위해 앞장 선 Stuart Rabinowi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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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장의 지도력에 감사 드립니다.” 

 

Michael Haber 교수가 창설한 Hofstra 대학 Maurice A. Deane 법대 재난 복구 클리닉을 통해 2, 3학년 

학생들은 수퍼 태풍 Sandy의 영향을 받은 현지 중견기업들과 개인들에게 다양한 문제에 대한 

검증된 법적 지원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이 클리닉은 의뢰인들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한 조사, 협상, 상소, 중개 및 재판을 처리합니다. 태풍으로 인해 이 클리닉은 Long Island에 

있는 약 75개의 가정과 많은 중견기업들을 대표했습니다. 

 

100만 달러는 재해 복구 클리닉이 변호사 1명과 법대생 8명에서 변호사 3명, 법대생 70명, 그리고 

JD/MBA 대학원생까지 늘리고 향후 2년 간 Nassau 및 Suffolk 카운티에 있는 의뢰인들에게 무료 법률 

서비스 상담 지원 35,000시간과 비즈니스 상담 5,000시간을 추가 제공할 예정입니다.  

 

Village of Hempstead에 위치한 Hofstra 대학은 11,000여 명의 풀타임 및 파트타임 학생들에게 인문 

과학, 경영학, 공학, 응용 과학, 커뮤니케이션, 교육, 의료 과학 및 서비스, 우등 프로그램, Maurice A. 

Deane 법대 및 Hofstra North Shore-LIJ 의대에서 학문을 가르치는 역동적인 사립 고등 교육 

기관입니다. Hofstra 법은 850여 명의 학생들과 10,600명의 회원들, 그리고 각자의 분야에서 국내 및 

국제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는 많은 학자들을 포함한 50여 명의 저명한 교수로 구성된 동문을 

중심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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