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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지진 대응 지원을 위해 115명의 주 방위군(NATIONAL GUARD)을 

푸에르토리코에 배치 발표  

  

주지사는 뉴욕 전력청(New York Power Authority, NYPA) 청장 겸 최고경영자 Gil 

Quiniones, 그레이터 뉴욕 병원 협회(Greater NY Hospital Association) 회장 Kenneth 

Raske, Marcos Crespo 뉴욕주 하원의원, Maritza Davila 뉴욕주 하원의원, 브롱크스 

자치구 대표 Ruben Diaz Jr., 더 나은 푸에르토리코를 위한 재단(Foundation for a 

Better Puerto Rico)의 Terry Bischoff, 적십자 회원들, 주지사 비서 Melissa DeRosa, 

예산 담당관 Robert Mujica가 포함된 대표단과 함께 푸에르토리코로 출발  

  

주지사는 대표단을 이끌며 구아니카, 폰세와 코스타 수르 발전소(Costa Sur Power 

Plant)에서 피해를 조사 및 평가하여 주 자산의 추가 배치 결정  

  

주지사는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푸에르토리코 주민들에게 담요 800개, 베개 800개, 긴급 

대비 키트 500개를 제공할 예정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푸에르토리코에 영향을 준 일련의 지진 이후 비상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향후 90일 동안 115명의 주 방위군(National Guard)을 이 섬에 

배치하도록 승인했습니다. 주지사는 뉴욕 전력청(NYPA) 청장 겸 최고경영자 Gil 

Quiniones, 그레이터 뉴욕 병원 협회(Greater NY Hospital Association) 회장 Kenneth 

Raske, Marcos Crespo 뉴욕주 하원의원, 브롱크스 자치구 대표 Ruben Diaz Jr, 더 나은 

푸에르토리코를 위한 재단(Foundation for a Better Puerto Rico)의 Terry Bischoff, 적십자 

회원들, 주지사 비서 Melissa DeRosa, 예산 담당관 Robert Mujica가 포함된 대표단과 

함께 푸에르토리코로 출발했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자녀인 Michaela Kennedy Cuomo와 

동행하며 이에 대한 경비는 개인적으로 지불하게 됩니다. 

  

주지사와 대표단 구성원은 지진의 영향을 받은 지역을 둘러보고 구아니카, 폰세 및 

코스타 수르 발전소(Costa Sur Power Plant)에서 피해를 평가하여 섬에 배치해야 할 

추가 주 자산을 결정하고 지진으로 인해 현지 고등학교에 설치한 대피소로 피한 

푸에르토리코 주민들과 만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푸에르토리코는 여전히 허리케인 

마리아(Hurricane Maria)의 피해와 2년 전부터 장기화된 연방 정부의 회복으로 고통을 

겪고 있지만, 또다시 광범위한 손상과 정전을 일으킨 일련의 지진과 여진으로 엄청난 

타격을 받고 수천 명의 가족이 대피소에 피난했습니다. 피해가 발생한 첫날부터 뉴욕은 

푸에르토리코의 복구 노력을 위해 강력히 후원했으며,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에도 

계속해서 이 섬과 함께할 것입니다. 뉴욕주는 비상 대응을 돕기 위해 주 방위군(National 

Guard)을 배치할 예정이며, 저는 대표단과 함께 방문하여 피해를 평가하고 더 많은 

도움을 제공할 방법을 결정할 것입니다."  

  

뉴버그의 스튜어트 공군기지(Stewart Air National Guard Base)에 본부를 둔 뉴욕주 

공군(New York Air National Guard)의 제 105 공수 비행단(105th Airlift Wing)은 

푸에르토리코 비상 관리 공무원의 요청으로 재난 구호 숙소 시스템(Disaster Relief Bed-

down System, DRBS)을 보낼 것입니다. 재난 구호 숙소 시스템(DRBS)은 각각 16명에서 

20명까지 수용 가능한 에어컨 완비 텐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난 구호 숙소 

시스템(DRBS)은 샤워 시설 및 화장실 시설, 주방 및 자립형 세탁기, 물 정화 기능 및 

발전기를 포함합니다. 각 재난 구호 숙소 시스템(DRBS)은 150명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비행단은 또한 남부 푸에르토리코에서 재난 구호 숙소 시스템(DRBS)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26명의 주 공군(Air National Guard) 전문가를 파견합니다. 시설을 가동하기 위해 

최대 90일 동안 총 15명의 공군이 현장에 남아 있을 예정입니다.  

  

또한, 뉴욕주에서는 푸에르토리코 주민을 위한 담요 800장, 베개 800개 및 응급 처치 

키트, 라디오, 장갑 및 마스크가 포함된 응급 대비 팩 500개를 제공합니다.  

  

주지사의 대표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Michaela Kennedy Cuomo  

• Gil Quiniones 뉴욕 전력청(NYPA) 청장 겸 최고경영자  

• Kenneth Raske 그레이터 뉴욕 병원 협회(Greater New York Hospital Association)  

• Marcos Crespo 뉴욕주 하원의원  

• Maritza Davila 뉴욕주 하원의원  

• Rubén Díaz Jr. 브롱크스 자치구 대표  

• 더 나은 푸에르토리코를 위한 재단(Foundation for a Better Puerto Rico)의 Terry 

Bischoff  

• 그레이터 뉴욕 적십자(Greater NY Red Cross) 지역 최고 재난 책임자 Dario J 

Diaz Jr  

• 푸에르토리코 미국 적십자(American Red Cross of Puerto Rico)의 지역 

상임이사(Regional Executive Director) Lee Feliciano  

• Melissa DeRosa 주지사 비서관  

• Robert Mujica 예산 담당관  

  



 

 

2017년 9월 허리케인 마리아(Hurricane Maria)가 휩쓸고 간 후, Cuomo 주지사는 

지역사회에 필수적인 중요한 자원을 계속 지원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 여파로 인해 

뉴욕은 즉시 엠파이어 스테이트 구호 및 복구 활동(Empire State Relief and Recovery 

Effort)을 설립하여, 궁극적으로 뉴욕주 전 지역 13곳의 기부 사이트에서 받은 최소한 

4,400개의 화물 운반대 분량의 구호물자를 배포했습니다. 뉴욕주는 또한 전력 복구 및 

전력망 안정화를 돕기 위해 전력회사 직원 및 전기 전문가 수백 명을 포함하여 1,000명이 

넘는 인원을 배치했습니다.  

  

주지사의 리더십 아래에서, 뉴욕주는 피난 온 11,000명 이상의 허리케인 

마리아(Hurricane Maria) 피해자들을 위해 약 1,300만 달러를 지원하였습니다. 이 투자금 

일부는 취약한 푸에르토리코 주민이 고용, 주택, 복지 상담, 건강보험 등과 같은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단체에 전달됩니다. Cuomo 주지사는 또한 

피난한 푸에르토리코인들을 위한 주택 및 인력 기금에 최대 1,100만 달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난한 푸에르토리코인들에게 강력한 사례 관리 서비스에 100만 달러를 

제공하며 직업 훈련 및 취업에 최대 1,000만 달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뉴욕 전력청(NYPA)은 푸에르토리코의 전력망 재건에 관련된 다양한 문제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기술적 지원 및 지지, 관리와 운영 개혁, 긴급상황 대비 강화와 

같은 분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2017년 11월에서 2018년 4월 사이, 뉴욕주 

전력청(NYPA)은 뉴욕주 공공 근로자 450명 이상을 지휘하여 푸에르토리코의 전력 

복구를 지원하였습니다. 뉴욕주 공공 근로자들은 뉴욕주 전력청(NYPA)의 리더십 아래 

주로 송전 및 배전 전문가, 손해 평가사 및 일반 지원 직원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들은 

송전선 복구 및 기타 전기 인프라 작업에 착수하여 산후안의 초기 전력 복구에 

집중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손상된 송전선 및 배전선의 필수적인 수리를 마치기 위해 

수백대의 버킷 트럭, 채굴기, 굴착기 및 기타 전문화된 장비들을 동원하였고 전력 복구를 

위해 일주일 내내 하루 16시간씩 일했습니다. 이후 뉴욕주 공공 근로자들은 전국의 공공 

근로자들과 협력했습니다. 섬의 기타 지역의 전력을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에디슨 전기 

연구소(Edison Electric Institute), 미국 공공 전력 협회(American Public Power 

Association) 및 국가 농촌 전력 협동조합(National Rural Electric Cooperative 

Association)이 이들을 지휘하였습니다.  

  

Cuomo 주지사와 뉴욕 연방 의회 대표단(New York Congressional Delegation)은 

푸에르토리코가 필요한 연방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Cuomo 주지사와 뉴욕 연방 의회 대표단(New York Congressional 

Delegation) 구성원 및 푸에르토리코의 선출된 관리들은 빌드 백 베터 평가 보고서(Build 

Back Better Assessment Report)를 발행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주택, 전력 공급망 및 

복원력, 농업, 기타 요소 등 투자가 필요한 특정 부문을 명시했습니다.  

  

2018년 여름 이후, Cuomo 주지사는 여름 내내 진행된 뉴욕과 연대하는 푸에르토리코 

재건 및 재건축 계획(NY Stands with Puerto Rico Recovery and Rebuilding Initiative)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650명 이상의 뉴욕 주립대학교(State University of 

New York, SUNY) 및 뉴욕 시립대학교(City University of New York, CUNY) 학생들과 

숙련된 자원봉사자들은 여름 내내 허리케인 마리아(Hurricane Maria)와 어마(Hurricane 

Irma)의 피해 복구 작업 중인 섬 지역사회에 가서 필요한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다섯 번의 

배치 과정을 통해 자원봉사자들은 주택 청소, 복구, 재건에 약 41,000시간을 쏟았습니다. 

10주간 178채를 복구하여 150채 주택을 보수하려던 목표를 훨씬 초과했습니다. 

주지사는 2019년 여름에도 뉴욕 주립대학교(SUNY)와 뉴욕 시립대학교(CUNY) 

학생들을 계속 배치해 복구 작업에 힘을 보탤 것입니다.  

  

Cuomo 주지사의 지시에 따라 뉴욕 주립 대학교(SUNY)와 뉴욕 시립 대학교(CUNY)의 각 

이사회는 2017년 가을에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캠퍼스가 2017-2018년 학기에 

허리케인 마리아(Maria)와 어마(Irma)의 피해를 입은 푸에르토리코 및 미국 버진 

아일랜드 출신 학생들에게 주내 등록금을 낼 수 있게 허가하는 것입니다. 두 시스템은 

2018-2019년 학년도의 주내 등록금 지원을 갱신했습니다.  

  

푸에르토리코에서 진행 중인 복구 및 구호 활동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푸에르토리코와 

미국 버진 아일랜드를 위한 주지사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구호 및 피해 복구 활동(Empire 

State Relief and Recovery Effort) 웹페이지를 방문하여 확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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