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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푸에르토리코 지역사회를 기리는 허리케인 마리아 추모관 설계 발표  

  

푸에르토리코에 본사를 둔 Cardona와 Martorell이 배터리 파크 시티에 기념물을 위한 

건축가 아티스트 팀으로 선정  

  

새로운 설계는 허리케인 마리아 추모위원회의 평가 및 검토 과정의 결과  

  

설계는 여기에서 확인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허리케인 마리아(Hurricane Maria)의 피해자들을 

기리고 푸에르토리코 지역사회의 회복력을 상징하는 국제적인 상징이 될 뉴욕주 

허리케인 마리아 추모관(Hurricane Maria Memorial)의 설계를 공개했습니다. 허리케인 

마리아 추모위원회(Hurricane Maria Memorial Commission)는 설계 책임자로 

푸에르토리코에 기반을 둔 건축가 Segundo Cardona와 Antonio Martorell 작가를 

주지사에게 추천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드슨 강(Hudson River) 유역에 세워질 이 

추모관을 통해, 뉴욕주는 허리케인 마리아로 생명을 잃은 푸에르토리코의 형제 자매들을 

기릴 것입니다. 뉴욕주는 오늘도, 어제도, 그리고 언제나 푸에르토리코와 함께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엠파이어 스테이트(Empire State)와 푸에르토리코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2017년 9월 20일 푸에르토리코를 강타한 허리케인 마리아 1주년을 맞아 Cuomo 

주지사는 푸에르토리코 지역사회의 회복력을 기념할 국제적인 상징이자 피해자들을 

기리는 추모관 설계를 모집하기 위해 허리케인 마리아 추모위원회를 

창설했습니다. 위원회는 주지사에게 추모관 위치, 설계, 시공에 관한 권고사항을 

제안하기 위한 정보 탐색 책임을 맡았습니다.  

  

위원회는 2019년 8월 공고를 내어 배터리 파크 시티(Battery Park City)의 추모관에 대한 

120개의 설계 제안을 모집했습니다. 철저한 검토 과정을 거쳐, 위원회는 추모관의 

설계와 시공 책임자로 푸에르토리코 기반의 건축가 Segundo Cardona와 아티스트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Hurricane_Maria_Memorial.pdf
https://www.ny.gov/hurricane-maria-memorial-commission/hurricane-maria-memorial-competition


Antonio Martorell를 추천했습니다. 추모관의 총 건설 비용은 약 700,000 달러이며, 

2021년의 1분기에 완공 및 개관할 예정입니다.  

  

선정된 디자인은 유리의 상승 나선형으로, 허리케인 또는 조개의 형상을 연상시킵니다. 

이 모양은 극도의 날씨와 같은 적대적인 환경으로부터 생명체를 보호하는 

상징입니다. 나선형은 푸에르토리코 국기의 별 모양으로 마무리됩니다. Matrorell이 

작업한 유리 패널에는 푸에르토리코에서 가장 사랑받는 시인 Julia de Burgos의 작품 

"페어웰 프롬 웰페어 아일랜드(Farewell from Welfare Island)"가 적혀 있습니다. 

푸에르토리코 사람들의 복원력을 이야기하는 이 시는 de Burgos가 뉴욕시에서 생활하던 

때에 지은 것으로, 영어로 된 유일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배터리 파크 시티에서 예술, 

건축, 문학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며 성장할 것입니다.  

  

미국 건축가 협회(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회원인 Segundo Cardona는 

푸에르토리코의 건축가이자 개발업자이며, 이전에는 도시 풍경, 자연, 건축 및 예술을 

하나로 통합하여 접근 가능하고 영향력 있는 공간을 만드는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푸에르토리코의 산투르스에서 태어난 Antonio Martorell은 라 플라야 데 폰세에서 

워크샵을 진행하고 있으며, 카예이의 푸에르토리코 대학교(University of Puerto 

Rico)에서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상주 아티스트로 활동했습니다. 그의 작품은 전 세계에 

전시되었습니다. 그는 아카데미아 푸에르토리쿠에나 데 라 렝구아 에스파뇰(Academia 

Puertorriqueña de la Lengua Española)의 회원입니다.  

  

Segundo Cardona와 Antonio Martorell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허리케인 

마리아와 그 후폭풍의 끔찍한 경험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추모관에 대한 우리의 제안을 

구현하는 일에 협조하는 것은 큰 영광이었습니다. 우리의 아이디어는 추모관이 

시각적으로 강력하고, 접근성이 좋으며 부지의 특성에 맞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건축, 예술, 문학을 하나의 강력한 메시지로 통합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메세지는 우리가 직접 참여하여 수많은 희생자들의 삶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허리케인 마리아 추모위원회는 Nydia Velazquez 연방 하원의원, Jose E. Serrano 연방 

하원의원, Marcos Crespo 뉴욕주 하원의원, Maritza Davila 뉴욕주 하원의원, Rossana 

Rosado 뉴욕 주무장관의 감독 및 조정을 받습니다.  

  

José E. Serrano 연방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뉴욕은 우리가 서로에게 기댈 때 

가장 강력합니다. 허리케인 마리아를 겪은 푸에르토리코 형제 자매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뉴욕은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허리케인 마리아 추모관은 푸에르토리코가 뉴욕 

가족의 일원이며 언제나 그러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강력한 상징의 역할을 합니다. 

저는 푸에르토리코의 가장 재능있는 현대 예술가들의 작품을 바탕으로 이 프로젝트가 



실현되는 것을 보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저는 복원 과정 전반에서, 그리고 뉴욕에 

추모관을 만드는 노력을 주도해주신 Cuomo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Nydia Velazquez 연방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푸에르토리코는 소중한 뉴욕 

가족의 일원입니다. 이 추모관은 허리케인 마리아로 우리 곁을 떠난 사람들의 기억이 

남아있는 장소의 장소 역할을 할뿐 아니라, 우리가 항상 우리의 푸에르토리코 형제 

자매와 함께 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켜줍니다. 저는 이 놀라운 비전을 제시해주신 두 

명의 아티스트와 이것을 실현해주신 Cuomo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Marcos Crespo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와 푸에르토리코 사이의 

유대감은 깨지지 않으며 허리케인 마리아의 희생자들의 기억을 전하는 추모관이 우리 

뉴욕주에 세워지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푸에르토리코와의 파트너십이 강한 

지역사회 의식와 공공 서비스를 바탕으로 하도록 리더십을 발휘해주신 Cuomo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Maritza Davila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리케인 마리아의 피해가 

발생한 후, 뉴욕은 요청에 가장 먼저 응답했습니다. 복원 기간 동안, 뉴욕주는 우리의 

푸에르토리코 가족과 계속 함께 할 것입니다. 이 추모관은 우리의 파트너십과 

지역사회를 상기시키는 역할을 하며 피해자들의 기억을 기립니다. 이 프로젝트에 대한 

비전과 리더십을 보여주신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Rossana Rosadao 뉴욕 주무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리케인 마리아를 겪은 

후에도 계속 일어난 우리의 푸에르토리코 가족과 친구들의 정신을 기념하고 피해를 

기리는 추모관을 공개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Cuomo 주지사는 

푸에르토리코의 회복력, 그리고 뉴욕과 푸에르토리코 지역사회 사이의 긴밀한 관계를 

상기시키는 훌륭한 공공 예술 작품을 제안했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Tonio Burgos 토니오 버고스 앤 어소시엇(Tonio Burgos & Associates) 최고 경영자  

Edwin Melendez 헌터 칼리지(Hunter College)의 푸에르토리코 연구 센터(Center for 

Puerto Rican Studies)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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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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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uncil of Western NY) 사장  

Havidan Rodriguez 올버니 대학교(University at Albany) 총장  

Santos Rodriguez 그레이터 뉴욕 건설업 위원회(Building Construction Trades Council of 

Greater New York) 지역사회 문제 및 전략 계획 국장  

Hilda Rosario Escher 이베로 어메리칸 액션 리그(Ibero American Action League) 전 

대표 겸 최고경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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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enda Torres 산후안 베이 하구 보호 협회(Corporation for the Conservation of San 

Juan Bay Estuary) 이사  

Elizabeth Velez 벨레즈 오거나이제이션(The Velez Organization) 대표 겸 배터리 파크 

시티(Battery Park City) 거주민  

  

허리케인 마리아 추모관은 푸에르토리코에서 발생한 일련의 자연 재해에 대한 Cuomo 

주지사의 종합 대응책의 일환입니다. 주지사의 리더십 아래에서, 뉴욕주는 피난 온 

11,000명 이상의 허리케인 마리아 피해자를 위해 약 1,300만 달러를 지원하였습니다. 이 

투자금 일부는 취약한 푸에르토리코 주민이 고용, 주택, 복지 상담, 건강 보험 등과 같은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단체에 전달되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또한 피난 온 푸에르토리코인들을 위한 주택 및 인력 기금에 최대 1,100만 

달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난 온 푸에르토리코인들에게 강력한 사례 관리 

서비스에 100만 달러를 제공하며, 직업 훈련 및 취업에 최대 1,000만 달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주지사는 또한 2018년과 2019년 뉴욕 주립 대학교(SUNY) 및 뉴욕 시립 

대학교(CUNY) 자원봉사자 1,150명을 푸에르토리코에 파견했으며, 이들은 67,000 시간 

동안 주택 246채 복원 및 재건이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2020년 초 이 일련의 엄청난 지진이 발생한 이래로, 뉴욕은 푸에르토리코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섬의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Cuomo 주지사는 1월 14, 

15일에 피해를 조사하고 연대를 촉진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대표단을 이끌었으며, 첫 

피해 평가의 결과로 주지사는 뉴욕 전력청(New York Power Authority, NYPA)의 

엔지니어 및 유틸리티 전문가를 배치하여 지진으로 인한 정전을 해결하고 섬의 전력 

시스템을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하여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정전 현상을 줄이고자 

했습니다. 이 여행 기간, 주 정부는 피해를 받은 이들에게 수백 개의 담요, 베개 및 응급 

키트를 제공했습니다. 2월 2일에, Cuomo 주지사는 26명의 이중 언어 정신 건강 

전문가와 25명의 주 건물 검사관을 푸에르토리코에 배치하여 이 섬이 파괴적인 일련의 

지진에서 회복하는 것을 돕도록 하였으며, Kathy Hochul 부지사는 지진의 영향을 받은 

섬의 지역을 방문하는 대표단을 이끌었습니다.  

  

2월 주지사는 뉴욕주 금융서비스부(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 DFS)가 뉴욕의 

공인 은행에 최근 자연재해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푸에르토리코의 지역사회 활성화를 

목표로 지역사회 개발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지역사회 재투자법(Community 

Reinvestment Act, CRA)의 고려를 받을 수 있다고 고지했음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서비스부는 지진들의 여파로 영향을 받는 소비자와 상공인을 대상으로 ATM 및 연체 

수수료 면제, ATM 인출 한도 증가 및 대출 지불을 위해 노력하는 이들을 돕는 등 도움을 

제공할 것을 촉구하는 지침을 발행했습니다. 금융서비스부는 또한 푸에르토리코의 

주민과 주택, 상공인을 가입자로 두고 있는 뉴욕주의 모든 보험사들에 지진으로 인해 

발생한 보험청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촉구하는 지침을 발행했습니다. 

  



지진 이전에 Cuomo 주지사는 2017년 9월에 허리케인 마리아(Hurricane Maria)가 

상륙한 이후 도움이 필요한 지역사회에 지속적으로 중요한 자원을 투입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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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 회사 직원 및 전기 전문가 수백 명을 포함한 

1,000명이 넘는 인원을 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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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 페이지를 방문하여 확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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