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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푸에르토리코에푸에르토리코에푸에르토리코에푸에르토리코에 대표단을대표단을대표단을대표단을 이끌고이끌고이끌고이끌고 가다가다가다가다 

 

위기위기위기위기 상황에서상황에서상황에서상황에서 뉴욕주민들과뉴욕주민들과뉴욕주민들과뉴욕주민들과 푸에르토리코푸에르토리코푸에르토리코푸에르토리코 정부정부정부정부 대표들이대표들이대표들이대표들이 만나다만나다만나다만나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푸에르토리코 정부의 지속적인 보건 위기와 경제적 

난제 및 워싱턴 정가의 행동 필요성에 대해 현지 관리들과 논의하기 위해서 

푸에르토리코에 대표단을 이끌고 갈 것임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지사는 푸에르토리코 

주지사 Alejandro García Padilla의 초청을 받아 대표단을 이끌 예정입니다. 대표단은 9월 

7일 오후에 출발하여 9월 8일 초 저녁 경에 돌아올 것입니다. 

 

“뉴욕과 푸에르토리코는 유산, 역사, 문화와 가족이 엮여 있는 특별한 관계에 있습니다. 

힘든 시기에는 서로 함께 하면서 어떤 도움이든 주려고 합니다”라고라고라고라고 Cuomo 주지사가주지사가주지사가주지사가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푸에르토리코의 현 상황은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수 백만 명의 사람들의 

삶이 위협 받고 있습니다. 그 중 대부분이 뉴욕과 강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번 방문은 

푸에르토리코와 그곳 주민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 위기를 헤처나갈 

수 있도록 파트너들과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주지사의 대표단(편대)에는 Melissa Mark-Viverito 뉴욕시의회 의장, Eric Schneiderman 

법무장관, Carl Heastie 주의회의장, Rubén Díaz, Jr. 브롱크 보로장, Scott Stringer 

뉴욕시감독관, Nydia Velázquez 하원의원, Dr. Howard Zucker 뉴욕주보건부장관과 

Jason Helgerson 뉴욕주 Medicaid 디렉터를 포함해 Medicaid 재설계 및 사기 전문 

지식을 갖춘 주지사 행정부 관리가 함께 할 예정입니다. 

 

뉴욕뉴욕뉴욕뉴욕 시의회시의회시의회시의회 의장의장의장의장 Melissa Mark-Viverito는는는는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이번 푸에르토리코 섬에 

닥친 위기에 대한 연방정부의 적절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펼치기 위해 이 섬의 방문을 

이끄신 Cuomo 주지사께 감사 드립니다.. 우리 뉴욕주가 미국에서 푸에르토리코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곳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뉴욕과 푸에르토리코는 서로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합심하여 우리 목소리를 높이고 너무 늦기 

전에 푸에르토리코 형제자매들 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연방정부에 요구해야 합니다. 

저는 Cuomo 주지사, 푸에르토리코인들, 연방정부와 함께 이 섬이 직면한 위기에 대한 

해법을 계속 모색해나갈 것입니다. 푸에르토리코 커뮤니티는 우리 미국 사회, 문화, 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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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크나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이번 방문은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지금 이 때 

이들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Eric Schneiderman 법무장관은법무장관은법무장관은법무장관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우리 뉴욕주는 

푸에르토리코인들과 오랜 자랑스러운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뉴욕시 거주 10명 중 

거의 1명이 푸에르토리코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위기는 많은 

뉴욕주민들에게 가슴에 와닿는 일이 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단에 합류하게 되어 기쁘며, 

뉴욕과 푸에르토리코 지도자들과 한 자리에 앉아 현 위기에 대한 진지하고 장기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Carl Heastie 주주주주의회의장은의회의장은의회의장은의회의장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은 

푸에르토리코인들이 거주하는 주인 뉴욕주의회 의장으로서, 저는 현지 정부와 그곳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귀를 기울이고 이들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이 섬을 방문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푸에르토리코 형제자매들(약 250만명의 미국시민권자)이 겪고 있는 시련을 

직접 볼 수 있게 이 대표단을 이끄시는 Cuomo 주지사께 감사 드립니다.” 

 

Rubén Díaz, Jr. 브롱스브롱스브롱스브롱스 보로보로보로보로 장은장은장은장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저는 

푸에르토리코의 위기에 대한 상식 수준의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푸에르토리코인들과 함께 달성 가능한 제안과 계획을 개발할 수 있는 논의를 위해 

그리고 푸에르토리코의 향후 발전을 지지하고 푸에르토리코를 고향이라고 부르는 우리 

미국 친구들에게 재앙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문제에 조치를 취하시고 선출직 

관리들로 구성된 대표단을 구성해주시는 등 리더십을 보여주신 Andrew Cuomo 

주지사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Scott M. Stringer 뉴욕시뉴욕시뉴욕시뉴욕시 감독관은감독관은감독관은감독관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뉴욕시는 푸에르토리코의 

성공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Isla del Encanto’를 위한 강력하고 번영된 

미래를 이룩하는 것은 분명 우리 시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저는 성장과 개발을 도울 수 

있는 전략을 파악하며 대표단에 참여하기를 기대합니다.” 

 

Nydia Velázquez 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모든 미국인은 푸에르토리코의 위기 

해결 방법에 상당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리더십을 보여준 Cuomo 

주지사께 감사 드립니다. 정부의 각계 각층에서 해결방법은 찾아보아야 합니다.” 

 

뉴욕은 푸에르토리코 본토 다음으로 세계에서 푸에르토리코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약 5백만명의 푸에르토리코인들이 미국 본토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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