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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푸에르토리코를 위한 1,000 개의 지역사회 정수기 발표  

  

각 정수기는 한 시간당 12 리터의 물을 여과하여 하루에 75-100명의 사람이 마시기에 

충분한 물을 제공  

  

푸에르토리코를 위한 Cuomo 주지사의 종합적인 엠파이어 스테이트 구호 및 복구 

노력(Empire State Relief and Recovery Effort)의 일환인 100만 달러 규모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깨끗한 물 기금(Empire State Clean Water Fund)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지역사회 정수기 1,000 개가 엠파이어 스테이트 

깨끗한 물 기금을 통해 다가오는 몇 주간 푸에르토리코에 제공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시를 위한 파트너십(Partnership for New York City), 정교회 

연합(Orthodox Union) 및 타이달(TIDAL)과 협력하여 비밀리에 자금을 마련한 이 100만 

달러 계획은 Cuomo 주지사가 10월 말에 처음 발표했습니다. 이 새로운 지역사회 

정수기 1,000 개는 한 시간당 12 리터의 물을 여과하여 하루에 75-100명의 사람이 

마시기에 충분한 물을 제공하며, 박테리아 99.9999%, 바이러스 99.999%, 원생동물 

포낭 99.99%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명의 미국 시민이 곤경에 처했을 때, 저희 

모두가 그 시민을 돕기 위해 노력합니다. 저희는 모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푸에르토리코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 지속적인 지지를 보낼 것입니다. 새로운 

정수기는 물이 필요한 수천 명의 푸에르토리코 주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제공할 

것입니다. 더불어 정수기는 푸에르토리코가 재건하고 회복하는 동안 그들이 다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저희가 가장 최근에 기울인 노력입니다.” 

  

이미 정수기 225 개가 비영리 파트너인 카를로스 벨트란 재단(Carlos Beltran 

Foundation)과의 협력을 통해 물이 필요한 지역사회에 제공되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깨끗한 물 기금은 계속해서 정수기를 구입하여 물이 필요한 푸에르토리코 

지역사회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new-water-and-utility-relief-initiatives-during-second-trip-puerto


 

 

깨끗한 물의 이용 가능성은 구호 및 복구 노력에 지속적인 중요 장애물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홍수와 관련된 모든 재난의 경우, 오염된 물에 관한 주요 우려는 대장균 및 

콜레라와 같은 미생물 질병이 확산되는 것입니다. 정수기 제공과 더불어 뉴욕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적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수기는 수천 명의 

푸에르토리코 주민들에게 깨끗한 식수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뉴욕주는 구호 노력의 

일환으로 생수 200만 병 이상을 추가로 기부했습니다. 

  

뉴욕주는 현재까지 다음과 같은 구호 물품을 수송 및 제공했습니다.  

  

• 생수 210만 병  

• 낱개의 아기 물티슈 270만 개  

• 기저귀 160만 개  

• 여성용품 284,300 개  

• 이유식 67,000통 및 건조 식량 37,000 팩  

• 통조림 23,015통  

• 주스/스포츠 드링크 15,200 병/파우치  

• 태양등 8,600개, 손전등 8,000개 및 발전기 10 대  

• 광역 뉴욕주 병원협회(Greater New York Hospital Association) 및 Afya 

재단(Afya Foundation)과 협력하여 산후안, 비에케스, 쿨레브러 및 기타 

지역에 100만 달러 이상의 중요 의약품 및 기타 용품 제공  

• 정수기 225 개  

  

배치 인력:  

  

• 전력 복구 인력 452명 (이전에 발표된 전술 전력 복구팀(Tactical Power 

Restoration Team)의 엔지니어 28명 및 손상 평가 전문가 15명 포함)  

• 주 방위군 헌병대 132명  

• 주 방위군 엔지니어 125명  

• 주 방위군 병사 60명  

• 블랙호크 헬기 4대  

• 14명의 공군  

• 자원봉사 의사, 의료전문인(Physicians Assistants), 간호사, 임상 간호사 

156명  

• 항만청 직원 70명 이상  

• 주경찰 130명 이상  

• 뉴욕 전력청(New York Power Authority) 전문가 24명  

•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 DHSES) 수송 지원팀 5명  



 

 

•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드론 파일럿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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