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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배포용: 2012년 11월 26일 

 
CUOMO 주지사, 허리케인 SANDY 여파로 인한 뉴욕주의 피해 평가를 검토하기 위해 주 의회 대표단, 

BLOOMBERG 시장 및 지역 카운티 집행관들과의 회의 개최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허리케인 Sandy의 결과로서의 피해의 상세 펑가액 및 향후 
완화/예방 비용을 검토하기 위해 뉴욕주의 의회 대표단, Michael R. Bloomberg 뉴욕시장 그리고 
Nassau, Suffolk 및 Westchester 카운티의 집행관들과의 브리핑을 개최하여 수리 및 복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보충 연방 지원을 모색하기 위한 주의 방법을 토의하였습니다. 
 
PricewaterhouseCoopers 및 PFM Group을 포함한 민간 회계 기업뿐만 아니라 뉴욕시 및 
카운티들과의 협의로 추정된 이번 폭풍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리 및 복구 비용 328억 달러  
• 완화 및 예방 비용 91억 달러  

 
“허리케인 Sandy가 야기한 파괴는 전례 없는 정도로서 생명 상실, 재산 손괴 및 경제적 충격 면에서 
우리 나라 역사상 최악의 자연 재해에 속합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주 
의회 대표단과의 회의는 허리케인 Sandy 동안과 폭풍 후에 지역, 주 및 연방 파트너들 사이에 
존재했던 긴밀한 협조를 더욱 공고히 합니다. 우리는 협력하여 그 어느 때보다 더 튼튼하게 더 잘 
재건함으로써 뉴욕주는  미래에 날씨에 대한 재해로부터 더 잘 대비되고 필요한 인프라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대표단 미팅의 초점은 수리 및 복구 비용 328억 달러와 완화/예방 경비 91억 달러의 
필요성에 있었는데 이는 다음 카테고리로 세분됩니다: 

복구 및 예방 비용(단위: 백만 $) 

뉴욕시 $15,045.10  

Nassau 카운티 $6,6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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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ffolk 카운티 $1,784.90  

Westchester 카운티 $527.80  

Rockland 카운티 $143.70  

기타 카운티 $18.10  

유틸리티 $1,504.00  

뉴욕주 기관 및 교통 당국 $7,177.90  

총 복구 비용 $32,804.10  

  

총 예방 및 완화 비용 $9,080.80  

총 복구 및 예방 비용 $41,884.90  

복구 비용(단위: 백만 $) 

정부 대응 $1,627.30  

개별 지원 $913.30  

하우징 $9,672.00  

사업체 충격 $6,000.00  

보건 $3,081.00  

학교 $342.70  

교통, 도로 및 교량 $7,348.10  

공원 및 환경 $793.90  

물, 쓰레기 및 하수 $1, 060.3 

유틸리티  $1,5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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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상 수입  $461.50  

합계  $32,804.10  

Katrina 대비 

 

뉴욕주  
Sandy 

루이지애나 Katrina 및 Rita 

손상 또는 파괴된 주택 수리 305,000* 214,700 

정전(피크) 2,190,000 800,000 

영향을 받은 사업체  265,300 18,700 

*이 숫자는 현재까지의 평가액만 
포함합니다. 이 숫자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용의 세분화는 첨부된 스프레드시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표단과 주지사는 수리 및 복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보충 연방 지원을 모색하는 방법을 
토의하였습니다. 
 
완화/예방 비용 90억 달러에는 세계무역센터 부지와 취약 도로 및 지하철 터널, 연료 공급 시스템, 
발전, 하수 처리장의 침수 예방 및 의료 시설을 위한 이차 전력 공급 시스템의 침수 예방 같은 
“상식적” 완화 조치가 포함됩니다.  
 
피해 추정액은 PriceWaterhouseCoopers 및 PFM Group과의 상담으로 개발되었습니다. PFM의 
검토는 추정액이 일반적으로 보수적이고 주택을 포함한 일부 분야는 영향의 정도를 과소 평가할 
수 있다고 주를 달았습니다.  
 
미국 상원의원 Charles Schumer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허리케인 Sandy로 인해 전례 
없이 넓고 깊은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연방 정부의 강력하고 똑같이 진지한 대응을 요구합니다. 
주지사는 Bloomberg 시장 및 카운티 집행관들과 상의한 후에 우리에게 뉴욕주와 뉴욕 주민들이 
겪은 심한 피해를 광범위하게 문서화한 상세하고 심각한 재난 피해 추정액을 제시하였습니다. 주 
행정부 및 대표단뿐만 아니라 다른 영향을 받은 지역의 동료들과 협력하여 우리는 뉴욕주가 받는 
구제액을 극대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실수하면 안 되는 이 일은 특히 
임박한 재정 절벽과 과거보다 재난 구제에 훨씬 덜 우호적인 의회를 감안할 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몇 주가 아닌 몇 달 동안 지속될 노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연방 대응이 뉴욕주의 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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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범위한 니즈를 충족할 때까지 쉬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 상원의원 Kirsten Gillibrand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뉴욕주가 허리케인 Sandy로 인해 당한 
파괴의 이미지들은 이 전례 없는 재난 이야기의 절반만 말해줍니다. 본인은 삶이 산산조각 나고 
집이 파괴되고 업소가 허물어진 뉴욕 가족들과 만나면서 하루 하루를 보냈습니다. 뉴요커는 
탄력성이 있어서 굽힐 수는 있지만 부러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혼자 할 수는 
없습니다. 연방 정부는 우리의 재건을 돕기 위해 모든 필요 자원을 투입해야 할 분명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쉬운 투쟁이 아니지만 우리는 대표단으로서 Cuomo 지사 및 Bloomberg 시장과 
단결하여 뉴욕주가 필요로 하는 모든 달러를 위해 고군분투할 것입니다.” 
 
미국 하원의원 Charles Rangel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주지사는 허리케인 Sandy의 결과로 인한 
뉴욕주의 니즈를 설명하는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 보조금이 가능한 한 
신속하게 뉴욕주에 제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번 의회 회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금년에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의존하는 수 백만 명의 
생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투쟁할 것입니다.” 
 
미국 하원의원 Edolphus Towns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뉴욕주의 다른 많은 지자체들처럼 
Brooklyn 구역들도 허리케인 Sandy의 타격이 컸습니다. 본인은 피해액 평가 및 뉴요커 지원에서 
Cuomo 지사와 주정부 관리들의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에 박수를 보냅니다. 본인은 이 분들이 완전 
복구를 위한 모든 달러를 위해 워싱턴에서 투쟁할 것을 확신합니다.” 
 
미국 하원의원 Nita Lowey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Sandy가 뉴욕시, Long Island 및 Lower 
Hudson Valley에 가한 피해는 심하였으며 주민, 업소 소유자 및 지방 정부들의 복구 및 재건을 돕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본인은 연방 정부가 우리 지역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그 역할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 Cuomo 지사, 뉴욕주 대표단, 지역 관리 및 의회의 
양당 동료들과 협력할 것입니다.” 
 
미국 하원의원 Jerrold Nadler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허리케인 Sandy 후 뉴욕주의 황폐화는 
뉴욕시 전역의 어디서나 아직도 볼 수 있는데 특히 제자신의 지역구인 Coney Island, Sea Gate, Red 
Hook 및 Lower Manhattan의 주민들에게 고통스럽습니다. 수 천명이 아직도 집을 떠나 있으며, 수 
천명은 재건하기 위해 노력 중이고, 수 천명은 삶을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 고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Cuomo 지사의 피해액 종합 평가를 의회에 가져가서 뉴욕주가 재건하고 전진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모든 달러를 얻도록 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미국 하원의원 Peter King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뉴욕주가 입은 재앙적 피해를 생각하여 
본인은 Long Island와 뉴욕시가 복구에 필요한 연방 지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 Cuomo 지사 및 의회 
대표단과 협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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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의원 Carolyn Maloney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번 수퍼폭풍은 뉴욕주에 엄청난 
피해를 안겼으며 모든 것을 정상으로 돌리려면 지속적 노력과 지속적 예산이 필요할 것입니다. 
본인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복구 달러를 위해 투쟁하는 데 있어서 대표단의 동료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미국 하원의원 Nydia Velazquez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주지사는 허리케인 Sandy의 영향을 
입은 분들을 구제하기 위해 주정부가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업데이트를 우리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커뮤니티들을 재건하고 수리하기 위해 연방, 주 및 지역, 즉, 모든 
레벨의 정부에서 조율을 지속해야 합니다.” 
 
미국 하원의원 Gregory Meeks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허리케인 Sandy는 뉴욕시와 Long 
Island에 재앙적 피해를 입혔습니다. 본인 지역구에서를 포함하여 주지사의 직접 개입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그의 행정부의 피해액 평가의 철저함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뉴요커들이 겪은 것은 미국의 비극입니다. 우리의 이웃, 사업체, 재산, 인프라 및 전세계적으로 
집약된 경제는 연방 보조금 및 자원 없이는 복구 또는 재건될 수 없습니다. 우리 각자는 뉴욕주가 
필요한 연방 지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 Obama 대통령 및 우리의 의회 동료들과 쉴새 없이 협력할 
것입니다. 양당의 협조 정신이 필요하다면 지금이 그 때입니다.” 
 
미국 하원의원 Joe Crowley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Sandy는 뉴욕시와 주 전역에 전례 없는 
양의 피해와 파괴를 남겼습니다. 가족, 업소 및 전체 커뮤니티들은 현재 삶을 다시 끼워맞추는 벅찬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거기에는 두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연방 정부의 지원 없이는 재건할 수 
없습니다. 본인은 폭풍 동안 Cuomo 지사의 리더십에 감사하며 복구와 재건을 위해 필요로 하는 
모든 예산을 뉴욕주가 받도록 하기 위해 본인 동료들뿐만 아니라 주지사와도 협력할 것입니다.” 
 
미국 하원의원 Michael Grimm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Staten Island는 허리케인 Sandy에 의해 
황폐화되었는데 몇 주가 지나도 우리는 피해의 정도를 보기 시작하고 있을 뿐이며, 그 피해액은 
틀림 없이 시간이 지나면서 증가할 것입니다. 오늘 Cuomo 지사와의 회의에서 한 가지는 
분명하였습니다: 공화당원이든 민주당원이든 우리는 먼저 뉴요커입니다. 우리는 우리 
지역사회들을 재건하고 뉴욕주가 완전하고 신속한 복구를 향해 나아가도록 필요한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하려고 대표단으로서 단결되어 있습니다.” 
 
미국 하원의원 Bob Turner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본인은 Sandy의 영향을 입은 뉴요커들을 
지원하기 위한 효과적인 초당적 로드맵을 펼친 상세 프리젠테이션을 해주신 Cuomo 지사께 찬사를 
보냅니다. 우리는 공화당원 또는 민주당원이 아니라 모두 우리가 사랑하는 뉴욕주를 재건하기 
위해 협력하는 뉴요커들이며, 본인은 우리의 미래를 재건하고 지탱하기 위해 무슨 자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토의를 지속하기 원합니다.” 
 
뉴욕시장 Michael R. Bloomberg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허리케인 Sandy는 우리의 인프라에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하였으며 수 천 명의 사람들이 집을 잃었습니다. 우리의 주 및 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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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본인은 우리가 우리의 위대한 도시를 재건하고 복구할 수 있다고 
획신합니다.” 
 
Nassau 카운티 집행관 Edward P.  Mangano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본인은 허리케인 
Sandy로부터 회복하기 위해 고투하고 계신 우리 주민들을 위한 지역 니즈를 이해하고 즉각적 
지원을 옹호하기 위해 단결하신 Cuomo 지사, 미국 상원의원이신 Schumer 및 Gillibrand님과 우리의 
모든 하원의원들께 찬사를 보냅니다. 이 회의는 Obama 대통령께서 방문하여 연방 정부가 이 
기념비적 재건 노력을 지원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한 다짐 위에 이루어졌습니다.” 
 
Suffolk 카운티 집행관 Steve Bellone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주지사 및 뉴욕주 
연방 대표단과 매우 생산적인 회의를 가졌습니다. 프로세스의 일부로서 Suffolk 카운티의 니즈가 
정확하게 반영되었으며 본인은 우리가 Suffolk 카운티의 수리 및 재건을 기대함에 따라 연방 
대표단과의 협력을 바랍니다.” 
 
Westchester 카운티 집행관 Robert P. Astorino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공화당원 또는 
민주당원이 아니라 뉴요커로서 모두 같은 페이지 위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끔찍한 
폭풍을 위해 연방 정부로부터 복구 비용 상환을 추구할 때에 한 목소리로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회의는 그 절차를 향한 좋은 걸음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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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파일: Sandy Impact Summary.pd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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