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9년 6월 9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허리케인 어마(HURRICANE IRMA) 및 마리아(HURRICANE MARIA)로 

인한 푸에르토리코 피해 복구를 계속해서 지원할 것 발표  

  

추모 위원회(Memorial Commission) 일원, 추모관 디자인 및 설치에 대한 아이디어를 

요청하고 주지사에게 권장사항 제공할 예정  

  

뉴욕 주립 대학교(SUNY) 및 뉴욕 시립 대학교(CUNY) 학생 346명 이상을 올해 여름 

10주간 푸에르토리코에 배치할 예정  

  

뉴욕 주립 대학교(SUNY) 및 뉴욕 시립 대학교(CUNY) 봉사 서비스 프로그램의 두 번째 

해인 2019년에 손상된 주택 수리를 위해 학생 총 500명 보내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푸에르토리코의 허리케인 어마(Hurricane Irma) 및 

마리아(Hurricane Maria)의 피해 복구를 지원하는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새 허리케인 마리아 추모 위원회(Hurricane Maria Memorial Commission) 일원 

선정과 최근에 뉴욕 주립 대학교(SUNY) 및 뉴욕 시립 대학교(CUNY) 학생들을 

푸에르토리코에 배치한 활동을 포함합니다. 이들은 2017년 허리케인 시즌에 파괴된 

섬의 복구를 돕는 임무를 지속할 예정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방 정부가 푸에르토리코 주민은 미국 

시민이라는 중요한 사실을 잊은 반면 뉴욕주는 처음부터 모든 과정에서 푸에르토리코 

편에 서겠다고 했습니다. 아직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주정부는 재건을 돕기 위해 올 여름 

뉴욕 주립 대학교(SUNY)와 뉴욕 시립 대학교(CUNY) 칼리지 학생 300명을 또 다시 

데려갑니다. 저는 한 번 더 이 학생들과 내려가 함께 작업할 것입니다. 주정부는 또한 

허리케인 마리아(Hurricane Maria)와 피해자를 추모할 위원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올 

9월에 주정부는 배터리 파크 시티(Battery Park City)에 만들 추모관 디자인을 발표할 

것입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푸에르토리코에 있는 우리의 동료 

시민들은 섬의 많은 목숨을 앗아가고 인생을 완전히 바꾼 피해로 여전히 매일 

복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방 정부와 다르게 뉴욕은 허리케인이 왔을 때부터 

푸에르토리코 시민들의 편에 서서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복구 작업을 돕고 있습니다. 

최근에 뉴욕 주립 대학교(SUNY)와 뉴욕 시립 대학교(CUNY) 봉사자 배치와 추모 



 

 

위원회(Memorial Commission)로 계속해서 재건을 돕고 세상을 떠난 분들을 기릴 

것입니다."  

  

행정명령 189호(Executive Order No. 189)에 서명하여 설립된 추모 위원회(Memorial 

Commission)는 올 9월에 허리케인 마리아(Hurricane Maria) 피해자 및 생존자를 기리고 

푸에르토리코 지역사회의 복구를 바라는 새 추모관 설립에 대한 아이디어를 요청하고 

권장사항을 제공할 것입니다. 파괴적인 폭풍의 결과로 약 3,000명의 

푸에르토리코인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추정됩니다. 추모 위원회(Memorial 

Commission)는 주지사에게 추모관 장소, 디자인, 설치에 관한 권장사항을 제공할 작업을 

즉시 시작할 예정입니다. 뉴욕주는 배터리 파크 시티(Battery Park City)에서 추모관 장소 

가능성이 있는 여섯 곳을 밝혔습니다.  

• 체임버스 스트리트 전망대(Chambers Street): 해당 최북단 장소는 

스타위베산트 고등학교(Stuyvesant High School)의 서쪽, 배터리 파크 

시티(Battery Park City)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습니다.  

• 벨베데레 플라자(Belvedere Plaza): 해당 장소는 노스 코브 마리나(North 

Cove Marina)의 북서쪽 고지 모퉁이에 있습니다.  

• 에스플라네이드 플라자(Esplanade Plaza): 해당 장소는 노스 코브 

마리나(North Cove Marina)의 남서쪽 모퉁이에 있습니다.  

• 사우스 코브(South Cove) 북쪽: 해당 장소는 노스 코브 파크(North Cove 

Park)의 북서쪽 모퉁이에 있습니다.  

• 사우스 코브(South Cove) 남쪽: 해당 장소는 노스 코브 파크(North Cove 

Park)의 남서쪽 모퉁이에 있습니다.  

• 와그너 파크(Wagner Park) 북쪽: 해당 장소는 와그너 파크(Wagner Park) 

북서쪽 모퉁이, 유대인 유산 박물관(Museum Of Jewish Heritage) 근처에 

있습니다.  

  

위원회는 주지사가 임명한 일원들로 구성되며 푸에르토리코와 연대하는 뉴욕(New York 

Stands with Puerto Rico) 하원의원 공동 의장 Marcos Crespo, Nydia Velazquez 연방 

하원의원, Jose E. Serrano 연방 하원의원, Rossana Rosado 주무장관, Alphonso David 

주지사 법률고문이 감독하고 조정할 예정입니다. 위원회 구성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Edwin Meléndez 헌터 칼리지(Hunter College)의 푸에르토리코 연구 

센터(Center for Puerto Rican Studies) 소장  

• Havidan Rodriguez 올버니 대학교(University at Albany) 총장  

• Elizabeth Velez 벨레즈 오거나이제이션(The Velez Organization) 대표 겸 

배터리 파크 시티(Battery Park City) 거주민  

• Brenda Torres 산후안 베이 하구 보호 협회(Corporation for the 

Conservation of San Juan Bay Estuary) 이사  

• Dennis Rivera 1199 서비스 노조 국제 연합(1199/SEIU) 전임 회장  



 

 

• Teresa A. Santiago 11월 위원회(Comité Noviembre) 위원회장  

• Santos Rodriguez 그레이터 뉴욕 건설업 위원회(Building & Construction 

Trades Council of Greater NY) 지역사회 문제 및 전략 계획 국장  

• Hilda Rosario Escher 이베로 어메리칸 액션 리그(Ibero American Action 

League) 전 대표 겸 최고경영자  

• Tonio Burgos 토니오 버고스 앤 어소시엇(Tonio Burgos & Associates) 

최고 경영자  

• Casimiro D. Rodriguez Sr. 웨스턴 뉴욕의 히스패닉 유산 위원회(Hispanic 

Heritage Council of Western NY) 사장  

  

주지사는 또한 푸에르토리코와 연대하는 뉴욕 계획(New York Stands with Puerto Rico 

initiative)의 두 번째 해에 확장된 활동의 일환으로 뉴욕 주립 대학교(SUNY) 및 뉴욕 시립 

대학교(CUNY) 학생의 여름 첫 배치를 발표했습니다. 주지사는 겨울 및 봄 방학에 이미 

학생 154명을 배치하여 계속해서 허리케인 어마(hurricane Irma)와 마리아(hurricane 

Maria)로 인해 손상된 주택을 재건했습니다.  

  

올 여름 10주 동안 학생 346명 이상이 푸에르토리코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이는 

2019년에 학생 봉사자 500명을 보낸다는 Cuomo 주지사의 공약을 완수합니다. 자원 

봉사자들은 피해를 입은 주택들을 청소, 복원, 재건하기 위해 비영리 재건 단체인 올 핸즈 

앤드 하츠(All Hands and Hearts), 하트 9/11(Heart 9/11), 네차마(NECHAMA) 등과 함께 

일하게 됩니다. 학생들은 2주간 증원을 위해 배치되며 칼리지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Rossana Rosado 뉴욕주무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푸에르토리코에 대한 뉴욕의 

공약은 확고합니다. Cuomo 주지사님의 리더십으로 주정부는 우리 이웃이 재건하고 

복구하도록 도울 다음 단계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추모 위원회는 주정부의 파트너십을 

확고히 하며 푸에르토리코와 항상 함께 한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줍니다."  

  

Kristina M. Johnson 뉴욕 주립 대학교(SUNY) 명예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학생들을 배치하여 푸에르토리코인들의 재건 활동을 계속 돕는 것은 뉴욕 주립 

대학교(SUNY)의 핵심 가치이며 지역사회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겠다는 

약속입니다. 저는 도움이 필요한 모든 곳에 언제든지 응하고 자원하는 모든 학생의 

의지가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주정부는 계속해서 푸에르토리코 및 주지사님과 함께 동료 

시민들의 복구 작업과 주택 재건을 도울 것입니다. 푸에르토리코인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계속해서 리더십을 보여주시는 Cuomo 주지사님과 현장에서 매일 작업하는 모든 

파트너들께 감사드립니다."  

  

Félix V. Matos Rodríguez 뉴욕 시립 대학교(CUNY) 명예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푸에르토리코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섬 거주민들과 개인적 친분이 있는 

사람으로서, Cuomo 주지사님이 계속해서 그곳에서 구호 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계속 지지해주시는 주지사님과 올 핸즈 앤 하츠(All Hands and Hearts), 

하트 9/11(Heart 9/11), 네차마(NECHAMA) 구호 단체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또한 

봉사를 갈 뉴욕 시립 대학교(CUNY)의 다양한 학생 집단이 자랑스럽습니다. 그 중 많은 

학생들은 섬에 연줄이 있고 일부는 아이티, 네팔, 방글라데시 등 자연 재해를 입은 곳의 

생존자들입니다. 이 학생들은 공공 서비스 및 봉사 학습의 실제 영향 및 효과에 오랫동안 

감사할 것입니다. 뉴욕 시립 대학교(CUNY) 학생은 가장 열심히 작업하고 있습니다. 뉴욕 

시립 대학교(CUNY) 지역사회는 항상 푸에르토리코인들 편에 설 것입니다."  

  

뉴욕과 연대하는 푸에르토리코 재건 및 재건축 위원회(NY Stands with Puerto Rico 

Rebuilding and Reconstructing Committee)의 Nydia Velázquez 공동 위원장 겸 연방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푸에르토리코인을 돕는 연방 정부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뉴욕은 우리나라가 동료 미국인이 고통받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예시를 전국에 

보여주었습니다. 이 학생 봉사자들은 많은 푸에르토리코 사람 및 가족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줄 것입니다. 푸에르토리코의 형제 자매들을 지원하는 노력을 지속하시는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뉴욕과 연대하는 푸에르토리코 재건 및 재건축 위원회(NY Stands with Puerto Rico 

Rebuilding and Reconstructing Committee)의 Marcos A. Crespo 공동의장 겸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리케인 어마(Hurricane Irma)와 마리아(Hurricane 

Maria)가 푸에르토리코를 파괴한 후 뉴욕주는 동료 미국인을 돕고 섬을 재건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은 다시 한번 학생 봉사자 배치를 통해 허리케인으로 

주택을 잃은 수많은 가족을 도와 그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전국은 연방 정부가 침묵을 

지키고 있을 때 Cuomo 주지사님이 우리가 필요한 리더십을 보여주시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레이터 뉴욕 건축업(Building Trades of Greater New York)의 Gary LaBarbera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200개 이상의 조합 건축업 구성원들을 재건 활동에 

배치한 뉴욕과 연대하는 푸에르토리코 계획(NY Stands with Puerto Rico Initiative)에 

참여하여 자랑스럽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의 리더십과 비전이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이 

불가능했고 수백 명의 푸에르토리코 거주민들은 살 곳이 없었을 것입니다."  

  

뉴욕과 연대하는 푸에르토리코(NY Stands with Puerto Rico Initiative)  

2018년 9월, Cuomo 주지사는 뉴욕 주립 대학교(SUNY) 및 뉴욕 시립 대학교(CUNY) 

학생들을 복구 활동에 계속 배치할 것을 약속하며 해당 계획의 확장을 발표했습니다.  

  

계획을 발표한 첫 해 동안 허리케인 마리아(Hurricane Maria)와 어마(Hurricane Irma)의 

상륙 후 약 일 년 후에도 여전히 그 피해를 복구 중인 섬을 돕기 위해 650명 이상의 뉴욕 

주립 대학교(SUNY)와 뉴욕 시립 대학교(CUNY) 학생들, 기술 노동 봉사자들을 

배치했습니다. 다섯 번의 배치 과정 동안 봉사자들은 주택 청소, 복구, 재건에 약 

https://urldefense.proofpoint.com/v2/url?u=https-3A__www.governor.ny.gov_news_governor-2Dcuomo-2Dannounces-2Dexpansion-2Dnew-2Dyork-2Dstands-2Dpuerto-2Drico-2Drecovery-2Dand-2Drebuilding&d=DwMFAw&c=mRWFL96tuqj9V0Jjj4h40ddo0XsmttALwKjAEOCyUjY&r=dBIqNR-ztNYFnDGOnvUpf6W8yL263gmhBJn0u6X12ck&m=RNWPeV-0asDIvak4ugrW2qdppDpD50giTh0GR-FhVWo&s=BfEozc3jwQ96bqiuDaWFhVNXZ7kWR5MVfXw_lKD4kik&e=


 

 

41,000시간을 쏟았습니다. 10주간 178채를 복구하여 150채 주택을 보수하려던 목표를 

훨씬 초과했습니다.  

  

뉴욕 주립 대학교(SUNY) 및 뉴욕 시립 대학교(CUNY) 주내 교육비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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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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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케인 마리아(hurricane Maria)와 어마(hurricane Irma)의 피해를 입은 푸에르토리코 

및 미국 버진 아일랜드 출신 학생들에게 주내 등록금을 낼 수 있게 허가하는 것입니다. 두 

시스템은 2018-2019년 주내 등록금 지원을 갱신했습니다.  

  

뉴욕주에서 진행 중인 푸에르토리코 지원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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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에르토리코를 5차례 방문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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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곳의 기부 

사이트에서 받은 최소한 4,400 개의 화물 운반대 분량의 구호 물자를 배포했습니다. 

뉴욕주는 또한 전력 복구 및 전력망 안정화를 돕기 위해 전력회사 직원 및 전기 전문가 

수백 명을 포함하여 1,000명이 넘는 인원을 배치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리더십 하에서, 뉴욕주는 피난 온 11,000명 이상의 허리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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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력의 일환으로 200만 달러의 초기 투자금은 취약한 환경에 놓인 푸에르토리코 주민이 

취업, 주택, 복지 상담, 건강보험 등 필요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협력 

기관에 전달됩니다. Cuomo 주지사는 푸에르토리코 피난민들을 위해 주택 및 인력 

기금에도 최대 1,100만 달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푸에르토리코 피난민들에게 탄탄한 

사례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100만 달러를 지원하고, 직업 훈련 및 취업에 최대 

1,000만 달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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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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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Cuomo 주지사와 Ricardo Rosselló 푸에르토리코 주지사는 뉴욕 연방 의회 

대표단(New York Congressional Delegation)과 함께 빌드 백 베터 평가 보고서(Bu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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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구력, 농업, 기타 요소 등을 비롯하여 투자가 필요한 특정 부문을 명시했습니다. 공공 

안전 및 최고 대응 지원을 위해 4억 8,700만 달러, 장기 복구 관리에 90억 달러 등, 필요한 

기금 총액은 944억 달러입니다.  

  

2018년 9월 허리케인 마리아가 상륙한 지 1주년을 맞아, Cuomo 주지사는 허리케인 

마리아(Hurricane Maria) 피해자 및 생존자를 기리고 푸에르토리코 지역사회의 복구를 

바라는 새 추모관 설립을 촉구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여 새로운 허리케인 마리아 



 

 

추모 위원회(Hurricane Maria Memorial Commission)를 세웠습니다. 또한, 2018년 10월 

Cuomo 주지사는 미국연방 재난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에 푸에르토리코 지역사회의 발전기를 복구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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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 

 

https://urldefense.proofpoint.com/v2/url?u=https-3A__www.ny.gov_empire-2Dstate-2Drelief-2Dand-2Drecovery-2Deffort-2Dpuerto-2Drico-2Dand-2Dus-2Dvirgin-2Dislands_empire-2Dstate-2Drelief-2Dand-23-5Fblank&d=DwMFAw&c=mRWFL96tuqj9V0Jjj4h40ddo0XsmttALwKjAEOCyUjY&r=dBIqNR-ztNYFnDGOnvUpf6W8yL263gmhBJn0u6X12ck&m=RNWPeV-0asDIvak4ugrW2qdppDpD50giTh0GR-FhVWo&s=-m7LXydAgjpd9ndexdVHjqgNTsZbMOWUGXVNmtpnb4Y&e=
http://www.governor.ny.gov/
mailto:press.office@exec.ny.gov
https://protect2.fireeye.com/url?k=d51e119b-893b1df8-d51ce8ae-0cc47aa88e08-dc84fe73be4643b1&u=https://it.cwnls.com/app/itpage.nsf/unsubscribe.xsp?action=unsubscribe&id=1100PRESA5244D242B7A599185258414005E3E3F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