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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속보속보속보: 2012년 12월 12일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고위고위고위고위 간부들을간부들을간부들을간부들을 허리케인허리케인허리케인허리케인 SANDY 피해피해피해피해 가족에게가족에게가족에게가족에게 크리스마스크리스마스크리스마스크리스마스 트리를트리를트리를트리를 전달하도록전달하도록전달하도록전달하도록 

배치시키다배치시키다배치시키다배치시키다 

 

업스테이트업스테이트업스테이트업스테이트 크리스마스크리스마스크리스마스크리스마스 트리트리트리트리 농장주들이농장주들이농장주들이농장주들이 400그루의그루의그루의그루의 트리를트리를트리를트리를 기증하다기증하다기증하다기증하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행정부 고위 간부들에게 400그루의 크리스마스 트리를 허리케인 

Sandy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돕도록 배치하였습니다.  

 

뉴욕주 850곳의 트리 재배업체 중 약 400곳을 대표하는 CTFANY(Christmas Tree Farmers Association 

of New York)가 트리를 기중하였습니다. 3개 주 지역에서 허리케인 Sandy 피해가 발생하자 CTFANY 

회원들이 폭풍 피해자들에게 트리를 무료로 나눠주는 일을 위해 모였습니다. 기증 받은 전나무, 

소나무, 가문비나무는 시중에서 개당 약 $50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주지사 사무실은 커뮤니티 및 시민운동단체, 소방서 자원봉사자, 지역 노동조합과 협력하여 가장 

많은 도움이 필요한 커뮤니티에 트리를 전달하고 배송하는 일을 앞장서 도왔습니다.  

 

“허리케인 Sandy는 다운스테이트 뉴욕의 커뮤니티 전반을 황폐화시켰습니다. 많은 가정에서는 

폭풍으로 야기된 비용이 연휴 기간 예산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수 백 그루의 크리스마스 트리를 나눠주면서 많은 피해 가정 가운데 일부라도 

Sandy의 후유증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얼마 간의 연휴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는 와중에도 뉴욕 주민들은 항상 제일 먼저 이웃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농장주분들께서 이처럼 마음 푸근한 기부를 해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뉴욕의 크리스마스 트리 농장주들은 다운스테이트 이웃분들을 돕는 일에 즐거워 하십니다”라고 

크리스마스 트리 농장주 단체의 실무국장인 Mary Jeanne이 말했습니다. “우리 회원들은 폭풍으로 

엄청난 상실감 속에서 생활하시는 분들께 잠시나마 즐거운 기분을 선사하고 싶어했습니다. 

뭐니뭐니 해도 크리스마스에는 진짜 트리가 있어야죠” Packer씨가 말했습니다. 

 

Saratoga Springs 소재 Sunnyside Gardens 농장주인 Ned Chapman는 트리를 구호 활동에 기증한 

크리스마스 트리 농장주 중의 한 사람입니다. Chapman은 수요일 Staten Island에 마련된 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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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소에 나와 일손을 거들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처럼 힘든 시기를 겪은 분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에 있는 진짜 나무로 크리스마스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는 Buffalo, Rochester, Syracuse, Albany, Newburgh 지역에 있는 25개 이상의 

업스테이트 크리스마스 트리 농장에서 보내졌습니다. 트리는 지난 주에 농장에서 커팅되어 

월요일과 화요일에 53-피트 트랙터 트레일러에 실려 수요일 동이 트는 시각에 Long Island에 

도착했습니다. 트리는 이날 Suffolk County, Nassau County, Staten Island, Brooklyn, Queens 지역으로 

전달되었습니다. IUOEL 138(International Union of Operating Engineers Local 138)은 Suffolk 카운티로 

트리를 나눠주는 봉사를 하였습니다. 트리는 수요일 아침 이들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언론인들에게 공개된 두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전오전오전오전 11:00시시시시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알코올및남용업무사무소장인알코올및남용업무사무소장인알코올및남용업무사무소장인알코올및남용업무사무소장인 Arlene González-Sánchez는는는는 현지현지현지현지 공무원들과공무원들과공무원들과공무원들과 

함께함께함께함께 허리케인허리케인허리케인허리케인 Sandy 피해피해피해피해 주민들에게주민들에게주민들에게주민들에게 크리스마스크리스마스크리스마스크리스마스 트리를트리를트리를트리를 나눠주는나눠주는나눠주는나눠주는 봉사에봉사에봉사에봉사에 참가했습니다참가했습니다참가했습니다참가했습니다.  

Bay Park 

Marjorie Lane 

East Rockaway, New York 

언론 공개 

 

오후오후오후오후 1:45분분분분 Empire State Development 사장사장사장사장 겸겸겸겸 CEO인인인인 Kenneth Adams는는는는 현현현현지지지지 공무원들과공무원들과공무원들과공무원들과 함께함께함께함께 

허리케인허리케인허리케인허리케인 Sandy 피해피해피해피해 주민들에게주민들에게주민들에게주민들에게 크리스마스크리스마스크리스마스크리스마스 트리를트리를트리를트리를 나눠주는나눠주는나눠주는나눠주는 봉사에봉사에봉사에봉사에 참가했습니다참가했습니다참가했습니다참가했습니다.  

Stephen Siller Tunnels to Towers Foundation 

2271 Hylan Blvd 

Staten Island 

언론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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