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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ROSSELLÓ 주지사 및 뉴욕 연방의회 대표단과 함께 푸에르토리코를
위한 944 억 달러 규모의 원조 법안을 연방 정부가 즉시 승인할 것을 촉구

복구 권고안을 강조하는 더 향상된 평가 보고서 (Building Back Better Assessment
Report) - 여기에서 확인 가능
중요한 인프라 재설계, 주택 및 공공건물의 품질 및 복구력에 대한 투자, 기본 서비스
현대화 등에 절실하게 필요한 기금

Andrew M. Cuomo 주지사, Ricardo Rosselló 주지사, 뉴욕 연방의회 대표단의 의원들은
오늘 푸에르토리코를 보다 튼튼하고 복원력을 갖출 수 있도록 재건하기 위해 944 억 달러
규모의 연방 정부 일괄 원조 법안을 연방 정부가 즉시 승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허리케인 어마(Hurricane Irma)와 허리케인 마리아(Hurricane Maria)의 피해로부터
푸에르토리코를 재건하는 일을 돕기 위한 뉴욕주의 복구 활동에 힘입어, 뉴욕의
공무원들과 기업 및 비영리 단체의 리더들은 피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더욱
강력하고 복구력을 갖춘 푸에르토리코로 재건하기 위한 특정 자금 조달 권고안을
확정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푸에르토리코 주민은 재난에 직면하였을 때
지원와 관심을 받을 자격이 있는 미국 시민입니다. 해당 연방 기금은 그 어느 때보다
푸에르토리코를 복원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의회는 중요한 요구를 연기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고, 중대한 기금을 책임지고 승인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Rosselló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과 다른 파트너들의 도움으로 허리케인
마리아(Hurricane Maria)와 허리케인 어마(Hurricane Irma) 이후 피해 복구에 나서고
있지만, 푸에르토리코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의회가 푸에르토리코 시민을 평등한 미국 시민으로서 인정하고, 절실히 필요한 도움을
주기 위한 행동을 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푸에르토리코 주민들을 돕기위한 우리의
노력과 지원에 협력해 주신 Cuomo 주지사님과 뉴욕 대표단에 감사드립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 472,000 채 이상이 파괴되어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푸에르토리코 주민들 수십만 명이 가족 및 친구 집이나 대피소로 피난하였습니다.
농산업 부문의 피해가 막심하여 농작물의 약 80%가 피해를 입었으며, 거의 모든 상수도
및 폐수 시설이 작동 불능 상태가 되었습니다. 푸에르토리코의 광범위한 피해는 인프라
주요 요소의 설계를 재고하고, 주택과 공공건물의 품질과 피해 복원력에 투자하며,
주민에게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단을 현대화하여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해당 복구 계획은 다음 세 가지 지원 분야에 중점을 둡니다.
•
•
•

공적부조 프로그램(Public Assistance Program)
위험 경감 보조금 프로그램(Hazard Mitigation Grant Program)
지역사회 개발 정액 교부금(Community Development Block Grant)

해당 분야 내에서 상기 계획은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투자로 인한 부문별 영향을
파악하여 보다 튼튼하고 더 나은 푸에트리코를 만듭니다. 보고서 전문은 여기에서
제공됩니다.
•
•
•
•
•
•
•
•
•
•
•
•
•

주거비 - 310 억 달러
전력망 및 전력 복원력 - 178 억 달러
농업 - 20 억 달러
사회보장서비스 - 2 억 8,800 만 달러
경제 개발 - 32 억 달러
통신 인프라 - 15 억 달러
도로 및 교량 - 45 억 달러
항구 및 공항 - 14 억 달러
공공건물 활성화 - 1 억 5,300 만 달러
수자원 및 상수도 관리 시설 - 13 억 달러
하수 처리 및 폭우 배수 시설 - 14 억 달러
교육 및 학교 - 84 억 달러
환경 및 천연자원 - 16 억 달러

공공 안전 및 최초 대응을 위해 4 억 8,700 만 달러, 장기 복구 관리에 90 억 달러 등,
필요한 기금 총액은 944 억 달러입니다.
Louise Slaughter 연방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푸에르토리코는 미국의
일부이며 미국 시민 300 만 명 이상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슈퍼스톰의 피해가 시작된
이래로 산후안 시장님은 아주 간단한 요청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잊지 말고 혼자라고
느끼게 하지 말아 달라.’ 우리는 예상보다 길어진 복구 기간 동안 주민들을 도울 의무가
있습니다.”

Eliot Engel 연방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몇 달 동안 뉴욕 의회 대표단은
워싱턴의 동료 의원들에게 푸에르토리코에 보다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주민들이 겪고 있는 피해는 심각한 수준이었으며, 추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는 섬 전체 복구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푸에르토리코를 위해
연대하신 Cuomo 주지사님, Rosselló 주지사님 및 의원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의회 지도부에일괄 원조 법안을 즉시 받아들일 것을 촉구합니다.”
Nita M. Lowey 연방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퍼스톰 샌디(Superstorm
Sandy)의 피해를 생생하게 기억하는 뉴욕 주민들은 재앙의 피해를 복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인으로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지원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원 세출위원회(House Appropriations Committee)의 민주당 상원
의원으로서, 허리케인 마리아(Hurricane Maria) 이후 푸에르토리코로 가 직접 피해
현장을 목격하였으며, 협상을 지원하고 재난 지원을 돕고 있습니다. 푸에르토리코 주민
수천 명은 여전히 전기를 사용할 수 없고 깨끗한 식수를 마실 수 없으며, 행정부의 대응은
불충분합니다. 푸에르토리코의 상황이 매우 나쁘며 내년 피해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복구 자원을 기다려야 한다는 전제에 기반한 Trump 대통령의 보충 자금 요청은
충격적이며 태만한 처사입니다. 푸에르토리코 주민은 미국 시민입니다. 푸에르토리코
주민들이 식량, 피난처, 전기를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역사회를 복원하여 정상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만 합니다.”
José E. Serrano 연방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푸에르토리코가 허리케인
마리아(Hurricane Maria)의 피해를 완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합니다. 푸에르토리코에서 태어난 소수의 미 의회 의원 중 하나로서, 그들의
거주지와는 무관하게 푸에르토리코의 재건과 번영을 위해 노력하고 모든 미국 시민의
요구에 대한 행정부에 책임을 묻는 데 뉴욕주의 동료 의원들과 함께 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수 년간 수많은 푸에르토리코 주민의 삶의 터전을 복구하는 과정에
있어 뉴욕주가 중요한 역할을 해 왔기에, 이러한 노력을 이끌어 주신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하원의원 Carolyn B. Maloney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긴급 기금은 푸에르토리코의
복구를 위해 오랫동안 기다려온 중요한 지원입니다. 미국 시민들이 연방 정부로부터
지역사회를 재건하는 데 필요한 수준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수많은 푸에르토리코 주민들이 여전히 전기, 식량, 깨끗한 물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미국인들은 항상 위기의 시대에 서로 돕기 위해 연대하였으며, 이번에도 다르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이웃이 피해를 완벽히 복구할 수 있도록 도와야만 합니다.”
Nydia M. Velázquez 연방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푸에르토리코 주민은 미국
시민이며, 우리는 섬 전체가 복구될 때까지는 안심할 수 없습니다. Cuomo
주지사님께서는 뉴욕주의 공공 및 민간 자원을 모두 모아 푸에르토리코의 복구를

지원하는 데 훌륭한 리더십을 보여 주셨습니다. 이제 푸에르토리코를 미래의 재난을
견딜 수 있도록 복구할 포괄적 복구 및 구제 일괄 원조 법안을 승인함으로써 연방 정부의
모든 힘을 총력으로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Gregory W. Meeks 연방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정부의 푸에르토리코
주민들을 위한 허리케인 피해 복구 노력이 커다란 실패로 돌아간 후, 이제는 마침내 모든
푸에르토리코 주민들을 위해 더 튼튼하고 나은 섬을 재건하여 정상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뉴욕주 공무원이 조사한 최근 보고서는 수많은 푸에르토리코 주민과 그들의
가족들이 이미 알고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혀내었습니다. 허리케인 마리아는
광범위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Cuomo 주지사님, 뉴욕주 의회 동료 의원과 저는 연방
정부에 푸에르토리코를 위한 광범위하고 철저한 재건 계획에 자금을 지원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제 우리 이웃인 미국인들이 마침내 정부로부터 마땅히 받아야 할 지원을
받아야 할 때입니다.”
Joe Crowley 연방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푸에르토리코에 거주하는 이웃 미국
주민들이 허리케인 마리아(Hurricane Maria)에 의한 피해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피해
복구에 진전이 있었던 반면, 최근 보고서는 연방 정부와 의회는 푸에르토리코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들이 주택, 경제 및 지역사회를 재건하는 데 필요한 자원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훨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을 명백히 시사합니다.”
Brian Higgins 연방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푸에르토리코의 미국 주민들이
피해를 복구하는 데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며, 이번 중요 지원은 지역사회가
다시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Paul Tonko 연방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리케인 마리아(Hurricane Maria)와
허리케인 어마(Hurricane Irma) 푸에르토리코에 상륙한 후로 3 개월 이상이 지났으며,
아직도 수많은 이웃 주민들이 안전한 식수, 전기 또는 식량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뉴욕주
방위군 대원 1,000 명 이상과 수많은 지역 의료진, 공공설비 및 비영리 단체 직원들을
포함하여, 푸에르토리코 재건을 위해 봉사하거나 재건 노력을 지원하고 계신 수많은
뉴욕 주민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미래를 위한 푸에르토리코를 재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그들과 다른 수많은 이들을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회와 대통령은
뉴욕주의 지도 하에 푸에르토리코의 이웃 시민들이 필요로 하고 또 마땅히 받아야 할
지원을 제공해야만 합니다.”
Sean Patrick Maloney 연방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주민들은 수퍼스톰
샌디와 아이린을 이겨 냈습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비극을 겪을 때는 적극적으로 도울
것입니다. 미국인들은 가족처럼 단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재건을 돕기 위한 과정에서 자금을 지원했으나, 푸에르토리코의 이웃 미국 주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더 많은 도움을 제공해야합니다.”

Grace Meng 연방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리케인 마리아(Hurricane Maria)
푸에르토리코에 큰 피해를 입힌 지 약 3 개월 후에도 섬은 복구 및 재건을 위해 계속해서
고심하고 있습니다. 저는 폭풍이 상륙한 이래로 푸에르토리코에 추가 자원을 지원하도록
요청하였으며, 하원 세출위원회(House Appropriations Committee) 위원으로서
푸에르토리코의 모든 주민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꼭 필요한 도움을 받을 때까지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도움이 절실한 이웃 미국인들을 잊거나 외면할 수 없습니다.”
Adriano Espaillat 연방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푸에르토리코는 재건될 것이며,
뉴욕 주민들은 그 모든 과정에 함께할 것입니다. 오늘의 발표는 푸에르토리코가
정상화되기 위해 필요한 핵심 인프라, 주택 및 공공건물을 재건축함에 따라
푸에르토리코를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더욱 강화합니다. Cuomo 주지사님, Rosselló
주지사님, 정부 동료 공무원, 푸에르토리코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이 중대한 시기에
푸에르토리코의 복구 및 재건을 지원하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긴급 의료 수요 안정화
긴급 의료 수요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의회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100% 연방 정부 매칭 지불금: 푸에르토리코의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 대한 법정
연방 매치율 55%를 24 개월간 100% 인상해야 합니다.

•

현재 기금 수준 유지: 24 개월간 100% 매칭율 인상 후, 미 의회는 연방 정부의
2018 회계연도 예산 요청 수준이 최소 3 년간 약 16 억 달러에 부합하도록
푸에르토리코의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 대한 현재 수준의 자금 지원을 계속해야
합니다.

•

푸에르토리코에 현재 연간 1 억 2,000 만 달러를 소비하는 연방 인증 의료 센터에
대한 랩 어라운드 지불 요건을 없어애 합니다.

푸에르토리코 감독, 관리, 경제 안정법(Puerto Rico Oversight, Management, and
Economic Stability Act, PROMESA Act)
아울러, 의회는 푸에르토리코 감독, 관리, 경제 안정법(PROMESA)에 규정된 대로
만들어진 재정 감독 위원회(financial oversight board)의 권환 확대에 관하여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의 권한 확대는 정부의 기능 장애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복구 활동이
늦어지며 푸에르토리코 주민들의 민의를 왜곡하여 투표로 선출되지 않은 이 위원회에
대신 권한을 실어줄 것입니다. 푸에르토리코 정부는 유권자들이 선출한 대표로서 복구
활동을 이끌어야만 합니다.

푸에르토리코 중앙 복구 및 재건실(Central Recovery and Reconstruction Office,
CRRO)
현장 복구 노력을 지휘하기 위해, Rosselló 주지사는 P3 당국의 부서로서 중앙 복구 및
재건실(Central Recovery and Reconstruction Office) 창설을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CRRO 는 복구를 위한 단기, 중기 및 장기 전략 계획을 수립하고 자원
배분 계획을 마련하여 지역간 계획 수립을 조정합니다. CRRO 는 복구 평가
보고서(Building Back Better Assessment Report)에 명시된 대로 복구 최우선 사항을
실행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뉴욕주는 푸에르토리코가 상세한 전력망 보고서를 통해 중요한 연방 기금을
확보하도록 단기 및 장기적 실제 피해 범위를 규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합니다.
푸에르토리코 에너지 탄력성 실무 그룹(Puerto Rico Energy Resiliency Working
Group)은 손실 평가를 완료하고 푸에르토리코 전력망 재건을 위한 저렴하고 지속 가능한
청사진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제공됩니다.
푸에르토리코에서 진행 중인 복구 및 구호 활동과 지원 방법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푸에르토리코와 미국 버진 아일랜드를 위한 주지사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구호 및 피해
복구 활동 웹페이지를 방문하여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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