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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허리케인 SANDY가 지나간 뒤의 주택 구제를 지원하기 위한 엠파이어 
스테이트 구제 기금 발표 

기금은 뉴욕 주민들이 자신의 커뮤니티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주택 재건 및 복구에 
사용될 것입니다 

 
저명한 뉴요커들이 기금을 모으기 위한 공익 광고를 제작하기 위해 동참합니다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허리케인 Sandy의 여파로 주택이 파손 또는 파괴된 수 
많은 뉴욕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엠파이어 스테이트 구제 기금의 창설을 
발표하였습니다.  
 
기부된 자금은 뉴욕주에서 가장 심한 타격을 입은 지역들에 배부될 것인데, 특히 장기 
주거지 제공 및 주택 재건과 관련된 비용에 집중될 것입니다. 일부 주택 소유자들은 
민간보험, FEMA 및 기타 자금원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것이지만 많은 경우에 뉴욕 
주민들은 자신의 주택 수리 또는 대체 비용과 가용 지원 사이의 상당한 갭에 직면할 
것입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구제 기금은 그러한 자금 갭을 메우는데 초점을 맞춤으로써 
수 많은 뉴욕 주민들이 엠파이어 스테이트를 고향으로 계속 부를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본인은 위기시에 가족들을 위한 주택 해법을 찾는 데 저의 경력 대부분을 
소비하였습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본인은 동료 뉴욕 주민들이 지금 당장 
직면하고 있는 위기를 직접 보았는데 그들은 재건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구제 기금은 뉴욕주 피해 지역 주택들의 재건을 장기적으로 돕는 데 
집중함으로써 정부 및 민간보험이 할 수 있는 것과 뉴욕 주민들이 삶을 재건하기 위해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 사이의 갭을 메울 것입니다. 이로써 시민들은 기부할 수 있고, 기업 
파트너들은 자선 활동을 지속할 수 있으며, 주택 및 인프라 부문의 전문가들은 우리 
노력을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동료 시민들의 자선은 우리 주민들이 앞으로 장기간 
뉴욕주를 고향으로 계속 부를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기금은 Jim Simons가 대표하는 5인 위원회가 감독할 것입니다. 위원회 위원들: 
 
James H. Simons(위원회 의장), 계열 기관인 Euclidean Capital의 사장 겸 Renaissance 
Technologies LLC의 이사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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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liam C. Rudin(사장), Rudin Management Company의 CEO 겸 Association for a Better 
New York(ABNY)의 회장 
 
Jane Rosenthal(서기), 영화 및 TV 제작자, Tribeca Enterprises 및 Tribeca Film Festival의 
공동창업자 겸 CEO, 비영리 기관인 Tribeca Film Institute의 공동창업자 겸 공동회장 
 
Richard J. Sirota(회계),  Battery Park City Authority의 전회장, Walter N. Danrich 
Foundation의 회장. 
 
Ronald E. Blaylock, 사모투자전문회사 GenNx360 Capital Partners의 업무 집행 사원 
 
Jim Simons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재난이 닥치면 뉴욕 주민들은 곤경에 처한 분들의 
재건을 돕기 위해 항상 발벗고 나섰습니다. 다른 자금들이 비상용품과 즉각적 구제를 
제공하는데 집중한다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구제 기금은 뉴욕주에서 가장 피해가 큰 지역 
주택들의 재건 및 복구를 장기적으로 돕는 데 특별히 집중합니다. 비록 허리케인 Sandy가 
피해를 야기하고 무수한 사람들의 삶을 뒤집어 놓았지만 후한 개인, 기업 및 기타 
기부자들의 지원으로 우리는 우리주 주민들이 뉴욕주를 고향으로 계속 부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기금 출범의 일환으로 대표적 뉴요커들이 동참하여 기금을 위한 모금을 돕기 위해 전국 및 
뉴욕주 전역에 방송될 공익 광고를 제작하려고 자신의 시간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참가자들: Matthew Broderick, Ed Burns, Katie Couric, Robert De Niro, Edie Falco, Jennifer 
Connelly, Michael J. Fox, Whoopi Goldberg, Ken Howard, David Hyde Pierce, Nathan Lane, 
Matt Lauer, Julianna Margulies, John McEnroe, Andrew McCarthy, Drew Nieporent, Al Pacino, 
Brian Stokes Mitchell, Amar’e Stoudemire. ABC, CBS, FOX 및 NBC Universal을 포함한 
텔레비전 및 케이블 네트워크 그리고 케이블 시스템인 Cablevision 및 Time Warner Cable이 
공익 광고를 무료로 방송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Google도 온라인 공익 광고 진흥을 
지원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공익 광고는 Deutsch Inc. 및 Tribeca Enterprises와 연대하여 
Danny Clinch 감독이 무료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구제 기금은 이 기금에 기부하기 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www.empirestaterelief.com을 방문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이 기금에 $10를 기부하려면 
80000번으로 "RELIEF"(735433)라는 문자를 보내십시오. 
 
엠파이어 스테이트 구제 기금은 기부금의 100%를 프로그램들에 지원할 것이며 행정 간접 
비용을 보유하지 않습니다. 이 기금은 모든 기부금이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까지 세금 
공제되도록 하기 위해 501(c)(3) 공공 자선으로 승인받기 위해 신청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상세 정보는 www.empirestaterelief.com을 방문하십시오.  
 
약속 기관들: AT&T, James Simons, ABNY Foundation, William and Ophelia Rudin 
Foundation, Cablevision, Time Warner Cable, United Health Group, Blavatnik Family 
Foundation, Access Industries, Empire Blue Cross Blue Shield, PepsiCo, Iconix Brand Group, 
Signature Bank, Parsons Corporation, Rite Aid Corporation, Coca Cola Foundation, Friars Club 

https://mail.ny.gov/owa/redir.aspx?C=MfoBbvv7nkWo6p6UPMONdawHaP5fks9ILneEOAr_PKbS4SOtS6znc1PBd1OWMYCiVjhb7M03BTM.&URL=http%3a%2f%2fwww.empirestaterelief.com
https://mail.ny.gov/owa/redir.aspx?C=MfoBbvv7nkWo6p6UPMONdawHaP5fks9ILneEOAr_PKbS4SOtS6znc1PBd1OWMYCiVjhb7M03BTM.&URL=http%3a%2f%2fwww.empirestaterelief.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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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ndation, Google 및 기타. 
 
이 기금은 문자 메시지를 통해 엠파이어 스테이트 구제 기금에 $10.00를 기부하는 
개인들을 위해 다음 사항을 안내합니다: 청구금은 본인의 무선 청구서에 나타나거나 
본인의 선불 잔액에서 차감될 것입니다. 모든 구입은 계좌 보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참여하려면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부모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메시지 및 데이터 요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중지하려면 80000번으로 STOP이라는 
문자를 보내십시오. 도움을 위해서는 80000번으로 HELP라는 문자를 보내십시오. 전체 
조건: mGive.org/T. 개인정보 취급방침: mGive.or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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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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