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년 9월 22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RICARDO ROSSELLÓ 주지사의 공식적인 요청으로 구호물자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뉴욕에서 푸에르토리코로 출발  

 

34,000 병이 넘는 생수, 9,600 명분의 식사 준비, 통조림 3,000 개, 손전등 500 개, 

간이침대 1,400 개, 베개 1,400 개, 담요 1,400 장, 발전기 10 대를 제공하는 Cuomo 

주지사  

  

젯블루(JetBlue)가 기증한 항공기로 허리케인 마리아(Hurricane Maria)가 휩쓸고 간 

산후안행 최초의 구호물자를 수송하는 항공기 편으로 방문하는 Cuomo 주지사  

  

전력망의 재건을 지원하기 위해 파견된 뉴욕 전력청(New York Power Authority, NYPA) 

엔지니어, 번역가, 감독관,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C) 드론 및 드론 조종사들  

  

대기 상태의 뉴욕 주 방위군(New York National Guard) 60 명, 블랙 호크 헬리콥터 4 대, 

주립 경찰관 50 명  

  

  

Andrew M. Cuomo 주지사님과 정부 관리 대표단은 푸에르토리코에서 긴급 구호 물자를 

제공하고 파괴된 지역사회의 전력 구조물을 복구하며 허리케인 마리아(Hurricane 

Maria)의 여파 속에서 구호 및 복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출발했습니다. 이 방문은 상호 

지원을 위한 비상 관리 지원 협정(Emergency Management Assistance Compact)을 

통해 Ricardo Rosselló 주지사의 공식적인 주지사 간의 요청(official governor to 

governor request)에 따른 것입니다. 이 요청에 응답하기 위해, Cuomo 주지사는 즉시 

34,000 병이 넘는 생수, 9,600 명분의 식사 준비, 통조림 3,000 개, 손전등 500 개, 

간이침대 1,400 개, 담요 1,400 장, 베개 1,400 개, 10 킬로와트 용량의 발전기 10 대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Cuomo 주지사는 뉴욕 육군 주 방위군(New York Army National 

Guard) 60 명, 블랙 호크 헬리콥터 4 대, 주립 경찰관 50 명이 대기 상태에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젯블루(JetBlue)가 기증한 항공기의 이 비행은 허리케인 

마리아(Hurricane Maria) 이후 산후안으로 출발하는 첫 비행입니다.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ricardo-rossell-makes-official-governor-governor-request-governor-cuomo-emergency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ricardo-rossell-makes-official-governor-governor-request-governor-cuomo-emergency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푸에르토리코는 뉴욕 가족의 일원입니다. 

허리케인 마리아(Hurricane Maria)가 파괴한 현장을 재건하기 시작한 이 시기에 우리는 

푸에르토리코의 형제자매들과 연대하여 그들을 돕고 있습니다. 우리는 푸에르토리코를 

지원하고 파괴된 전력 구조물을 복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최고의 긴급 대응 

전문가들을 모집했습니다. 우리는 이 전례 없는 자연재해로부터 이 섬을 복구하는 이 

시점에 이 섬을 지원할 수 있는 구호 물품과 추가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푸에르토리코의 Ricardo Rosselló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리케인 

마리아(Hurricane Maria)의 여파 속에서, 저는 폐허를 평가하고 복구 계획을 세우는 것을 

돕기 위해 필수품, 서비스, 전문 지식을 제공해 달라고 Cuomo 주지사와 뉴욕주에게 

요청하는 공식적인 주지사 간의 요청(official Governor to Governor request)을 

보냈습니다. 푸에르토리코는 끔찍한 시련을 견뎌냈습니다. 우리는 긴밀한 유대감과 

깊은 역사를 공유하는 Cuomo 주지사와 뉴욕주 같은 친구가 있어서 행운입니다. 

푸에르토리코 방문 초대장을 받아 주신 주지사님과 어려운 시기에 항상 우리 편에 

서주시는 뉴욕 주민들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재건 과정을 시작한 시기에 

제공해 주신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젯블루(JetBlue)의 Robin Hayes 사장 겸 최고 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이번 끔찍한 일을 겪은 푸에르토리코 주민들이 복구를 시작하는 시기에 구호 항공편을 

지원하여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피해를 겪은 모든 주민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복구 작업의 선두에 서주신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리며 푸에르토리코 

주민들을 현장에서 지원해주시는 주 방위군(National Guard)에게 감사드립니다. 

푸에르토리코에서 제일 큰 항공사로서 승무원, 고객, 이 섬 전역의 지역사회를 지원하기 

위해 주민들과 협력할 수 있는 특별한 위치에 있습니다.”  

  

코카콜라 음료 회사(Coca-Cola Refreshments)의 트라이-스테이트 메트로 

운영부서(Tri-State Metro Operating Unit) Francis McGorry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푸에르토리코 재건을 지원하기 위해 자원과 인력을 신속하게 조직하는데 

도움이 된 Cuomo 주지사님의 리더십에 감사드립니다. 코카콜라(Coca-Cola)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언제나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허리케인 마리아(Hurricane 

Maria)의 파괴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생각하며 기도드립니다.”  

  

출발하기 전에 Cuomo 주지사는 다수의 자산과 필수 자원을 제공하고 Rosselló 

주지사의 요청에 따라 다음 사항을 수행하기 위해 뉴욕주 비축 기지 자산의 배치를 

준비하고 모여든 단체들이 제휴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코카콜라 회사(Coca-Cola Company)가 기증한 34,000 병이 넘는 생수,  

 9,600 명분의 식사 준비,  



 

 

 전미 수퍼마켓 협회(National Supermarket Association)가 기증한 통조림 3,000 

개,  

 간이침대 1,400 개,  

 담요 1,400 장,  

 베개 1,400 개,  

 손전등 500 개,  

 10 킬로와트 용량의 발전기 10 대.  

  

뉴욕 전력청(New York Power Authority)도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에서 지원하는 드론과 두 명의 드론 조종사와 함께 번역가, 감독관, 

엔지니어 등을 포함한 10 명의 직원들을 파견하여 푸에르토리코 전력망 검사와 재건을 

지원합니다.  

  

뉴욕주는 푸에르토리코와 깊은 유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뉴욕에 본사를 둔 많은 

기업들이 푸에르토리코 전 지역의 여러 곳에서 수천 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욕 주민 120만 명 또는 뉴욕 주민의 5.7 퍼센트가 푸에르토리코 출신입니다. 이것은 

푸에르토리코를 제외하고는 그 어느 곳보다 뉴욕에 많은 푸에르토리코 인들이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16년 미국 지역사회 설문 조사(American Community 

Survey)의 추정치에 따르면, 뉴욕주에는 푸에르토리코를 출생지로 기재한 주민이 

280,904 명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행이 Cuomo 주지사가 푸에르토리코를 방문한 최초의 여행은 아닙니다. 1998년 

Bill Clinton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주거 및 도시 개발(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비서관으로 근무했던 Cuomo 비서관은 피해를 평가하고 연방 정부의 지원 속도를 

높이기 위해 허리케인 조르주(Hurricane Georges)의 여파 속에 있던 이 섬을 

방문했습니다. 2015년 Cuomo 주지사는 진행 중인 건강 보험 위기와 경제적인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연대를 목적으로 푸에르토리코를 두 번 방문했습니다.  

  

허리케인 마리아(Hurricane Maria)는 1928년 이후 미국의 육지에 상륙한 폭풍 주 미국 

영토를 강타한 가장 강력한 폭풍이었습니다. 9월 20일, 카테고리 4의 폭풍으로 시속 

155 마일에 달하는 강풍과 함께 허리케인 마리아(Maria)가 미국 영토를 강타했습니다. 

섬 전체의 전력 시설이 피해를 입어 약 340만 명의 주민들이 정전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푸에르토리코 공무원들은 전력망의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푸에르토리코에서 최소한 한 명이 사망했으며 카리브해에서 

지금까지 적어도 18 명의 생명을 앗아간 원흉으로 허리케인 마리아(Maria)는 비난받고 

있습니다. 또한 호텔, 공항, 기타 핵심 인프라 등이 많은 피해를 입은 채 남아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 섬의 경제에 대단히 중요한 겨울 관광 시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Nydia M. Velázquez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리케인 마리아(Hurricane 

Maria)는 푸에르토리코 전 지역에 이제 확연히 알아볼 수 있는 큰 재앙으로 남은 피해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이 섬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님과 뉴욕주는 커다란 책임을 지고 지원 인력과 물자를 이 섬으로 

수송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공항의 재개장을 통해 

이루어진 이 지원은 생명을 구하는 데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피해를 평가하기 

시작할 때, 푸에르토리코에 재건 및 복구에 필요한 추가 자원을 제공하기 위해 저는 

주지사님 및 연방 하원과 협력할 것입니다. 이 섬이 다시 재건될 때까지 저는 쉬지 않을 

것입니다.”  

  

José E. Serrano 연방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리케인 마리아(Hurricane 

Maria)는 이번 주 푸에르토리코를 파괴했습니다. 주민들이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시점에, 우리 주지사님은 뉴욕이 이 어려운 시기에 푸에르토리코 편에 서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현재까지 투입한 수많은 자원과 인력을 통해, 

푸에르토리코 주민들은 이 주가 주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구하고 다시 한번 재건하는 

것을 돕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Adriano Espaillat 연방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푸에르토리코를 제외하고는 

다른 어떤 주보다, 뉴욕에 많은 푸에르토리코인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임무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뉴욕이 도울 준비가 되어 있고 기꺼이 도울 의지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하고 있습니다. 복구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 자원과 인력을 통해 우리 

푸에르토리코 형제자매들은 차원이 다른 복구 할동을 실행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님의 리더십에 박수를 보냅니다.”  

  

Martin Dilan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폭풍우에 대한 강한 대처는 

푸에르토리코를 복구하고 재건하는 것을 돕기 위해 필요합니다. Cuomo 주지사님의 

리더십에 따라, 복구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과 인력이 신속하게 배치될 것입니다. 

이 임무와 뉴욕의 확고한 이웃 사랑 정신에 박수를 보냅니다.”  

  

Gustavo Rivera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푸에르토리코 

주민들과 불가분의 유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파괴적인 허리케인의 

여파 속에서 푸에르토리코의 우리 형제자매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푸에르토리코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뉴욕의 대응 활동을 선도하신 Cuomo 주지사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푸에르토리코 복구의 긴 여정을 돕는 데 이 지원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Marcos Crespo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리케인 마리아(Hurricane 

Maria)의 노여움에서 푸에르토리코가 회복하는 데 수개월에서 수 년이 걸리겠지만, 

뉴욕은 우리 푸에르토리코 형제자매와 연대할 것입니다. 이러한 복구 활동과 자원 

배치는 뉴욕 주민들이 항상 자발적으로 도움을 줄 것이라는 긍정적인 증거입니다. 저는 

푸에르토리코 복구의 길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Cuomo 주지사님과 다른 

리더들과 협력하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Carmen Arroyo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은 오랫동안 

푸에르토리코의 친구로 지내왔습니다. 따라서 허리케인 마리아(Hurricane Maria)가 

파괴한 이 섬에 임박한 구호 활동을 위해 실제로 지원해 주신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수많은 푸에르토리코인이 뉴욕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향후 수주에서 수개월 

동안 이 섬을 정리하고 재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Erik Dilan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리케인 마리아(Hurricane Maria)는 

이 섬의 전 지역에서 전력 시설을 파괴하고 생명을 앗아가면서 푸에르토리코를 

황폐화시켰습니다. 현재 뉴욕은 이 섬의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인력, 전문 지식, 

자원으로 푸에르토리코의 주민을 돕기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이 

뉴욕의 전통입니다. 푸에르토리코의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해 이 활동을 주도하고 계신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뉴욕시(New York City)의 Scott Stringer 감독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푸에르토리코는 복구의 긴 여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일을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이 섬에 인력과 자원을 

배치함으로써 Cuomo 주지사님은 허리케인 마리아(Hurricane Maria)가 파괴한 

현장에서 뉴욕주가 푸에르토리코를 지원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욕 

주민들은 위기 상황에서 항상 이웃을 돕습니다. 그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브롱크스 자치구(Bronx Borough)의 Rubén Díaz Jr. 자치구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 개월에서 잠재적으로 수년간 걸릴 복구 및 정리 작업을 앞두고, 뉴욕은 

우리의 푸에르토리코 형제자매들에게 우리는 전진할 것이며 먼 여정을 앞두고 여러분의 

편에 설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섬에 필요한 자원 및 인력을 

인식하고 지원 활동에 대한 조치를 결정해 주신 점에 대해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뉴욕시 의회(New York City Council)의 Annabel Palma 시의회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푸에르토리코 섬은 파괴되고 자원이 고갈되었으며 절박하게 구호가 

필요합니다. 이 재건 과정에서 도움과 지원으로 복구 활동의 첫 단계를 지원해 주신 점에 

대해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뉴욕의 가장 위대한 장점을 계속 실천해주신 

우리 시와 주의 리더들에게 깊은 감사드립니다.”  

  

뉴욕시 의회(New York City Council)의 Ritchie Torres 시의회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푸에르토리코는 복구의 긴 여정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 중요한 자원을 

이 섬에 배치해 주신 Cuomo 주지사님은 도움이 필요한 이 엄혹한 시기에 뉴욕주가 계속 

푸에르토리코의 친구로 남을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자연이 

최근 몇 주간 무자비한 파괴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뉴욕은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우리의 지원이 가장 필요할 때 그들의 편에 설 것입니다. 허리케인 마리아(Hurricane 

Maria)의 여파에 대처하기 위한 주지사님의 신속한 조치에 대해 박수를 보냅니다.”  

  

브롱크스 자치구(Bronx Borough)의 Fernando Ferrer 전임 자치구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리케인 마리아(Hurricane Maria)가 파괴한 곳의 잔해를 치우고 복구하기 

시작한 이 시점에 모든 뉴욕 주민을 대신하여 우리는 푸에르토리코의 남성, 여성, 

어린이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대단히 심각한 상황을 인지하여 우리 

형제자매들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중요한 지원을 제공해 주신 점에 대해 

Cuomo 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서비스 종업원 국제 연합(Service Employees International Union, SEIU) 32BJ 지부의 

Hector Figueroa 지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리케인 마리아(Hurricane Maria)가 

파괴한 푸에르토리코를 돕기 위해 많은 뉴욕 주민들이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섬이 보다 강해지고 복구력을 갖출 수 있도록 재건 

공사를 시작하는 시점에, 우리의 푸에르토리코 형제자매들을 지원하기 위해 자원과 

인력을 제공해 주신 점에 대해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뉴욕주 간호사 협회(New York State Nurses Association, NYSNA)의 Jill Furillo 

사무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리더의 역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고 도움이 

필요한 우리 이웃을 지원하는 주지사님과 협력하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허리케인 마리아(Hurricane Maria)의 여파 속에 남겨진 파괴와 황폐한 삶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뉴욕은 이 어려운 시기에 푸에르토리코를 도울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입니다. 

푸에르토리코 주민들이 잔해를 치우고 재건과 복구에 성공할 수 있도록 기원합니다.”  

  

히스패닉 연맹(Hispanic Federation)의 José Calderón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웃을 돕고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과 희망을 제공하는 것은 

뉴욕 주민인 우리의 피 속에 흐르는 전통입니다. 이제 그 어느 때보다 더, 우리 이웃 

섬에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Cuomo 주지사님의 리더십에 따라, 이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주민들을 돕기 위해 전문가들이 현장에 파견될 것입니다. 푸에르토리코 

주민에게 필요한 자원과 지원을 제공하여 우리의 정체성을 세계에 보여주신 점에 대해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뉴욕시립대학교(City University of New York, CUNY), 헌터 칼리지(Hunter College), 

푸에르토리코 연구 센터(Center for Puerto Rican Studies)의 디렉터인 Edwin 

Melendez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폭풍우에 대한 강한 대처는 푸에르토리코를 

복구하고 재건하는 것을 돕기 위해 필요합니다. Cuomo 주지사님의 리더십에 따라, 

복구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과 인력이 신속하게 배치될 것입니다. 이 임무와 

뉴욕의 확고한 이웃 사랑 정신에 박수를 보냅니다.”  

  



 

 

아카시아 네트워크(Acacia Network)의 Raul Russi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주 허리케인 마리아(Hurricane Maria)가 우리 섬을 파괴했습니다. 

주민들이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시점에, 우리 주지사님은 뉴욕이 이 

어려운 시기에 푸에르토리코에 편에 설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현재까지 

투입한 수많은 자원과 인력을 통해, 푸에르토리코 주민들은 이 주가 주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구하고 다시 한번 재건하는 것을 돕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푸에르토리코 변호사협회(Puerto Rican Bar Association)의 Carmen Pacheco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리케인 마리아(Hurricane Maria)의 여파 속에서, Cuomo 

주지사님은 푸에르토리코 주민들에게 필요한 자원과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뉴욕 주민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동료 미국 시민들과 연대하는 것은 올바른 

일입니다. 저는 오늘 인도주의적 원조를 제공하기 위해 이 섬으로 오시는 주지사님과 

다른 용감한 뉴욕 주민들을 지원하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모든 뉴욕 주민들을 

대신하여, 푸에르토리코 주민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푸에르토리코 

변호사 협회(Puerto Rican Bar)는 푸에르토리코 주민들의 법적 요구를 지원하기 위해 

법률적 도움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디아스포라로서, 우리는 이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푸에르토리코 주민과 그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전미 수퍼마켓 협회(National Supermarket Association)의 Rudy Fuertes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미 수퍼마켓 협회(National Supermarket Association)는 

허리케인 마리아(Hurricane Maria)의 여파 속에서 리더십을 발휘해 주신 점에 대해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지사님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푸에르토리코 

주민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자원과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뉴욕 주민들이 이웃 섬의 주민들과 함께 하는 것은 올바른 일입니다. 따라서 전미 

수퍼마켓 협회(National Supermarket Association)는 이제 푸에르토리코로 여행을 

떠나는 용감한 뉴욕 주민들 뿐만 아니라 푸에르토리코 주민들을 지원하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모든 뉴욕 주민들을 대신하여, 푸에르토리코 주민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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