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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뉴욕과 연대하는 푸에르토리코 재건 및 재건축 프로그램(NY STANDS
WITH PUERTO RICO RECOVERY AND REBUILDING INITIATIVE) 출범

재건 수요를 평가하고 재건축 로드맵을 개발하기 위해 주정부 전문가 및 노동 단체, 비영리
단체, 자선 단체 및 학계 파트너들로 구성된 전술 평가팀(Tactical Assessment Team)
배치
평가팀의 조사 결과에 따라 6 월부터 수백 명의 뉴욕 주립 대학교(SUNY) 및 뉴욕 시립
대학교(CUNY) 학생 자원봉사자들과 숙련된 작업자들 전략적으로 배치
주지사, 진행 중인 복구 활동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원탁회의 소집을 목적으로
푸에르토리코로 이동 후, 전술 평가팀(Tactical Assessment Team)의 팀원들과 함께
토아 바하 지역사회 시찰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재건 수요를 평가하고 도움이 필요한 지역사회를
위한 종합적인 재건 로드맵을 개발하기 위해, 주정부 전문가 및 노동 단체, 비영리 단체,
자선 단체, 학계 파트너들로 구성된 전술 평가팀(Tactical Assessment Team)을 배치하는
뉴욕과 연대하는 푸에르토리코 재건 및 재건축 프로그램(NY Stands with Puerto Rico
Recovery and Rebuilding Initiative)을 출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평가팀(Assessment
Team)의 조사 결과에 따라, 6 월부터 건축업과 건설업의 숙련된 작업자들뿐만 아니라 약
500 명의 뉴욕 주립 대학교(SUNY) 및 뉴욕 시립 대학교(CUNY) 학생들이 전략적으로
배치됩니다. 주지사는 새로운 프로그램를 시작하고 푸에르토리코의 더 나은 발전을 돕기
위한 뉴욕주의 지속적인 활동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지역 파트너 및 전술 평가 팀원들이
참여하는 원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주지사는 자원 봉사자들이 홍수로 물에 잠긴 주택을
수리하기 위해 이미 일하고 있는 토아 바하 지역사회를 시찰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푸에르토리코에는 임시 주택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올해 이른 시기에 일어날 수 있는 허리케인 시즌을 견디어
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연방 정부가 계속 허둥거리고 있는 동안, 뉴욕은 푸에르토리코
전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 재건 활동을 가속화하고, 주민들에게 보다 복구력을 갖춘

주택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주택 지원, 자원, 노동력 등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전술 평가팀(Tactical Assessment Team)은 (1) 공무 집행실(Executive Chamber), (2)
주지사의 폭풍피해복구실(Office of Storm Recovery), (3) 뉴욕주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New York State Homes and Community Renewal), (4) 뉴욕주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New York State 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의 직원들뿐만 아니라 (5) 뉴욕주 건축업 및 건설업 위원회(New York State
Building & Construction Trades Council), (6) 뉴욕시 건축업 고용주 협회(Building Trades
Employers' Association of New York City)의 회원들, (7) 뉴욕 주립 대학교(SUNY), (8)
뉴욕 시립 대학교(CUNY)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팀에는 또한 푸에르토리코 전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자선 및 비영리 재건 단체의 리더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유엔아동기금 유니세프 유에스에이(UNICEF USA), (2) 부에나
바이브라(Buena Vibra), (3) 올 핸즈 앤드 하츠(All Hands and Hearts), (4) 하트
9/11(HEART 9/11), (5) 히스패닉 연맹(Hispanic Federation), (6) 팀 루비콘(Team
Rubicon), (7) 카를로스 벨트란 재단(Carlos Beltran Foundation), (8)세인트 버나드
프로젝트(St. Bernard Project).
전술 평가팀(Tactical Assessment Team)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미래의 재건 활동을
진행하기 위한 상세한 실행 계획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
•
•

섬 전 지역의 고통에 처한 이웃들과 가정 현장 방문 실시,
이미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더 작은 규모의 풀뿌리 비영리 단체와 회의,
이 섬에서 가장 큰 요구 사항을 파악하여 실행 계획에 솔루션을 통합하기
위해, Rosselló 지사의 팀, 노동 조합, 인력 개발 프로그램 등과 협력.

유엔아동기금 유니세프 유에스에이(UNICEF USA)는 이 팀의 배치 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속했으며, 광범위한 주택 건설 사업을 위한 지원금을 50 만 달러까지 조성했습니다.
종합 복구팀은 뉴욕과 연대하는 푸에르토리코 재건 및 재건축 활동 프로그램(New York
Stands with Puerto Rico Recovery and Rebuilding Effort)과 9 월에 주지사가 폭풍 직후
출범시킨 전반적인 엠파이어 스테이트 구호 및 복구 활동 프로그램(Empire State Relief
and Recovery Effort)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6 월에 배치될 예정인 뉴욕 주립 대학교(SUNY) 및 뉴욕 시립 대학교(CUNY) 학생 자원
봉사자들과 숙련된 노동자들
이 로드맵이 완성될 경우, 푸에르토리코 전 지역에서 주택 재건 공사를 돕기 위해
현장에서 활동하는 비영리 단체들과 서로 협력하도록, 뉴욕은 건축업 및 건설업에
종사하는 숙련된 작업자들과 더불어 뉴욕 주립 대학교(SUNY)와 뉴욕 시립
대학교(CUNY) 자원봉사 학생 수백 명을 파견할 예정입니다. 뉴욕 주립 대학교
해양팀(SUNY Maritime team)은 구호 물품을 운반하고 학생들이 참여할 비영리 단체와
연계하여 학생들의 도착을 준비하기 위해, 5 월말에 섬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숙련된 남녀 전문 직종 종사자들은 지역 주민 교육을 위한 워크샵을 개최하여
푸에르토리코 전 지역의 만성 실업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이 훈련소를 통해 지역
경제를 지원하면서 주택을 재건하는 데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약 500 명의 뉴욕 주립 대학교(SUNY)와 뉴욕 시립 대학교(CUNY) 학생들이 6 월에
시작하는 약 2-4 주간에 걸친 파견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청소,
복구, 주택 건설 작업 등에 참여하면서 또한 집중적인 응용 학습 커리큘럼을 수료하여
풍부한 학업 경험을 쌓으면서 대학 학점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지난 4 월에 주지사는 푸에르토리코의 임시 보호소 지원 프로그램(Transitional
Sheltering Assistance Program)의 무조건적인 연장 요청에 대한 즉각적인 승인을
촉구하는 서한을 연방재난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에
발송했습니다. 4 월 18 일 Rosselló 지사는 보호소에 있는 아동이 학기를 마칠 수 있도록,
5 월 15 일에서 2018 년 6 월 30 일까지 세 번째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Rosselló
지사는 4 월 20 일 검토에서 부적격으로 판정된 거주자가 프로그램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제한된 자격 요건을 제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Cuomo 주지사와 같은
공무원들의 압력을 받은 연방재난관리청(FEMA)은 4 월 20 일 금요일에 자격 요건을
확대해 달라는 푸에르토리코의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은 5 월
14 일까지만 연장됩니다. 연방재난관리청(FEMA)은 다른 연장 가능성을 찾아 Rosselló
지사팀과 지속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Ricardo Rosselló 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푸에르토리코 주민들을 대표하여,
허리케인 마리아(Hurricane Maria)가 이 섬을 강타한 다음 날부터 우리를 지원해 주신
Cuomo 주지사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재난 발생 후 다시 7 개월 이상 지난 후에,
주지사님은 푸에르토리코 주민들에게 이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해주셨습니다.”
토아 바하 시의 Bernardo Márquez Garcia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지역사회
복원 공사가 끝날 때까지는 아직 많은 기간이 남아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의
지속적인 지원 덕분에, 토아 바하 시와 그 이외 인근 지역을 재건하려는 우리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개발해 줄 전문가 팀을 유치하게 되어 크게 환영했습니다. 지난
수개월 동안 자원과 지원을 제공해 주신 뉴욕 주민 여러분, 기업과 단체 모두에게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리오 라 플라타(Rio La Plata)’ 하천의 운하화와
더불어 토아 바하의 주민 가정에 마음의 평화와 함께 튼튼하고 믿을만한 주택의 안전 및
이 지역에 사회 경제적 발전을 제공하는 것과 같은 종류의 공동 작업입니다.”
뉴욕 전력청(New York Power Authority, NYPA)의 Gil Quiniones 청장 겸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리케인 마리아(Hurricane Maria)가 처음으로
상륙하여 아름다운 푸에르토리코 섬을 유린한 다음, Cuomo 주지사님의 지시에 따라
뉴욕주 전력회사의 파견대가 복구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뉴욕 전력청(New York Power
Authority)의 전기 전문가들은 현재 푸에르토리코 전력청(Puerto Rican Electric Power

Authority, PREPA)과 그 파트너들에게 전력망 안정화 및 복구 활동에 대해 자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뉴욕의 전문 직종 단체들과 다양한 대학 출신의 자원 봉사자들과
숙련된 팀들이 추가로 재건 활동에 동참하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우리는 협력해서 더
나은 상태로 되돌아 갈 것입니다.”
Rossana Rosado 주무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섬 주민들이 우리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과를 낼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푸에르토리코를
위해서 일할 뿐만 아니라 뉴욕을 집으로 여기는 모든 푸에르토리코 사람들을 위해서도
훌륭한 성과를 도출해 낼 것입니다.”
Nydia Velázquez 연방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리케인 마리아(Maria)가
상륙한 직후, 주지사님의 전화를 받고 우리는 피해를 평가하고 구호 물품을 제공하기
위해 함께 섬으로 날아갔습니다. 한 세대에 한 번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규모의 인도
주의적 위기에 대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저는 미래를 위해 더욱
복원력을 갖추고 보다 강력한 섬으로 재건하는 데 힘을 실어 주신 변함없는 파트너인
Cuomo 주지사님이 대단히 자랑스럽습니다. 뉴욕 주민은 푸에르토리코와 깊은 유대
관계를 공유하면서, 이 섬 전체가 복구될 때까지 우리 형제자매들을 계속 지원할
것입니다.”
Marcos Crespo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푸에르토리코에서 지속되고
있는 상황은 이 나라가 경험해 온 모든 일과 달리, 우리 동료 시민들에게 중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데 연방 정부는 불명예스럽게 도 실패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의 리더십은
우리 형제자매들이 회복하고 재건해야 할 때 정확히 바로 그 날부터 발휘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음 단계를 시작함에 따라, 우리가 섬을 변화시키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폭풍을
견딜 수 있는 지역사회로 재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과거 어느 때 보다 더
강하고 복원력을 갖춘 푸에르토리코로 함께 복구할 수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뉴욕은
전 세계에 보내고 있습니다.”
브롱크스 자치구의 Ruben Diaz Jr. 자치구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푸에르토리코에 있는 우리의 친구와 가족들에 대한 주지사님의 지속적인 지원에 대해
주지사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이 섬 전 지역에서 발생한 정전 사태에 비추어 볼
때, 아직 이 섬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폭풍에 대비하는 인프라가 턱없이 모자랍니다.
저는 뉴욕 시립 대학교(CUNY)와 뉴욕 주립 대학교(SUNY) 학생들이 학점을 대신하여 이
섬의 재건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허용한 가장 최근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Cuomo
주지사님 및 Rosselló 지사님과 협력한 점에 대해 자부심을 느낍니다. 이 귀중한 경험은
이 학생들뿐만 아니라 푸에르토리코 전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수백만 명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뉴욕시 의회(New York City Council)의 Carlina Rivera 시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지사님의 뉴욕과 연대하는 푸에르토리코 재건 및 재건축 프로그램(NY Stands with
Puerto Rico Recovery and Rebuilding Initiative)으로 올 여름의 복구 활동을 위해 인력을
늘리고, 섬의 재건 활동을 가속화하기 위해 필요한 힘과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백

명의 뉴욕 주립 대학교(SUNY) 및 뉴욕 시립 대학교(CUNY) 학생 자원 봉사자들이 섬으로
갈 예정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여 학생들에게는 자신의 분야에 대한 직접 경험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푸에르토리코의 우리 형제들에게 중요한 지원도 제공할 것입니다.
이 전략적인 프로그램을 실현하기 위한 리더십에 대해 Cuomo 주지사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유엔아동기금 유니세프 유에스에이(UNICEF USA)의 대표인 Caryl Stern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푸에르토리코를 폭풍이 강타한 후, Cuomo 주지사님의 뉴욕주 복구
활동에 저희가 동참을 결정한 것은 주지사님이 취한 접근 방식이 대단히 인상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뉴욕이 어떻게 돕는 것이 최선인지에 대한 질문에 주지사님은 가장 처음
푸에르토리코의 복구 현장에 실제로 참여함으로써 그 해답을 내놓았습니다. 그것이
팩트입니다. 이번 여름에 뉴욕의 자원 봉사자 학생 수백 명이 노동력을 확충하여 재건
활동을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재건축 프로젝트의 두 번째 단계를 지원하게 되어
저희도 마찬가지로 대단히 기뻐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집에서 진흙과 잔해를 제거하기
위해 Cuomo 주지사님과 모든 비영리 단체 제휴 기관들과 협력하는 일은 이 섬의
자녀들과 가정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일뿐만 아니라, 이 해결책의 일원으로서 젊은이들이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힘을 부여하는 일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유엔아동기금
유니세프(UNICEF)가 하는 모든 일의 정수는 궁극적으로 청소년이 다른 청소년을 돕는
해결책입니다.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올 핸즈 앤드 하츠(All Hands and Hearts)의 창립자인 David Campbell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경에 직면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근본적인 미국의 가치입니다.
푸에르토리코는 여전히 우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이웃, 가족, 친구들을 위한
장기적인 지원을 연장하기 위해, Cuomo 주지사님과 연대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자원 봉사자 학생들이 올 여름에 우리와 함께 할 때 뉴욕 젊은이들의 지력과
강인함을 한 곳에 모을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올 핸즈 앤드 하츠(All Hands and
Hearts)는 주지사님의 전술 평가팀(Tactical Assessment Team)과 협력할 것입니다.
저희는 섬 전 지역의 주민들이 건강에 좋은 양질의 삶을 다시 한번 영위할 수 있을 때까지
현장에서 함께 계속 활동할 것입니다.”
그레이터 뉴욕 건축 및 건설업 위원회(Building and Construction Trades Council of
Greater NY)의 Gary LaBarbera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리케인
마리아(Hurricane Maria)가 푸에르토리코 섬을 강타하여 황폐화시켰을 때, 뉴욕은
도움을 청하는 푸에르토리코에 응답했습니다. 주지사님이 푸에르토리코의 재건 활동을
돕기 위해 자원과 인력을 계속 배치함에 따라, 주정부는 도움이 필요한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돕겠다는 분명한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우리의 숙련된 인력은
푸에르토리코 전 지역에서 향후 대자연이 발생시킬 수 있는 악천후에 맞서 견고하게
견디어 낼 수 있는 주택 및 사업체를 구축하기 위해, 이 재건 활동의 일원으로 참여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건축업 고용주 협회(Building Trades Employers' Association)의 회장인 Lou Coletti
최고 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리케인 마리아(Hurricane Maria)가 푸에르토리코의

지역사회들을 파괴한 지 수 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 섬 전 지역의 주민 가정은
여전히 사태를 수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이웃들이 주택을 재건하고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Cuomo 주지사님의 리더십에 따라,
뉴욕은 모든 단계에서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우리의 숙련된 노동자와 하청업체의 전문
지식을 통해 푸에르토리코가 그 어느 때 보다 강해질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이 재건 활동
시기에, Cuomo 주지사님과 뉴욕의 모든 주민과 동참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서비스 종업원 국제 연합 32BJ 지부의 Héctor J. Figueroa 지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푸에르토리코 주민은 Cuomo 뉴욕 주지사님의 친구입니다. Cuomo 주지사님의
프로그램은 주택을 하나씩 재건하기 위해, 복구 활동과 이 계획 내내 필요한 힘과 인력,
자원 봉사자 학생과 숙련된 노동자들의 에너지를 인도하기 위한 전략적 로드맵을
제공하여, 섬의 재건 활동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 올릴 것입니다. 저희는 허리케인
마리아(Maria)가 섬을 강타한 후, 꾸준히 지원해 주신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재난의 규모, Trump 대통령의 무관심, 부채 위기 등을 고려하여 우리 모두는
푸에르토리코를 지원해야 합니다. 힘을 합쳐 수 세대 동안 지속될 보다 복구력을 갖춘
섬을 만들 것입니다.”
푸에르토리코의 전력 복구
이번 달 초에 Cuomo 주지사는 전력 복구 및 안정화 활동으로 푸에르토리코를 지원하기
위해, 전력회사의 고도로 전문화된 전문가 10 명으로 구성된 팀을 즉시 배치할 것을 뉴욕
전력청(New York Power Authority)에 지시했습니다. 제어, 중계 및 보호, 시스템 계획,
운영 계획, 발전, 송전 작업 등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팀원들은 전력망을 평가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푸에르토리코 전력청(PREPA)과 협력해
왔습니다. 그들은 (1) 정전 예방을 돕고, (2) 시스템 중복 사항 확인을 도우며, (3)
궁극적으로 전력망의 복원력을 개선하기 위한 보수 공사 및 개선에 대한 권고안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주지사님의 지시에 따라, 뉴욕 전력청(New York Power Authority)이 이끄는 뉴욕은
이전에 푸에르토리코 총 전기 사용량의 약 70 퍼센트를 차지하는 산후안 메트로 지역의
전력 복구 활동을 돕기 위해 450 명이 넘는 전력회사 직원들을 배치했습니다. 지난 11 월
부터 섬의 현장에서 근무해 온 뉴욕 전력회사 직원 파견대는 뉴욕 전력청(NYPA), 콘
에디슨(Con Edison), 오렌지 앤 록랜드 전력회사(Orange & Rockland Utilities), 내셔널
그리드(National Grid), PSEG 롱아일랜드(PSEG Long Island), 아반그리드(Avangrid),
센트럴 허드슨 가스 앤 일렉트릭 코퍼레이션(Central Hudson Gas & Electric Corp)의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뉴욕 전력회사 파견대는 산후안 메트로 지역의 30 만 명이 넘는 고객에게 제공되는
전력을 완전히 복구했습니다. 뉴욕 전력청(NYPA) 이끄는 뉴욕 전력 복구팀은 폭풍
피해를 가장 심하게 입은 지역 중 하나인 카구아스에서 복구 활동을 지원했습니다.

푸에르토리코 재건(Building Puerto Rico Back Better) 프로그램
12 월에 Cuomo 주지사와 Rosselló 주지사 및 뉴욕 연방 의회 대표단(New York
Congressional Delegation)은 더욱 강력한 상태로 푸에르토리코가 재건하는 것을 돕기
위해 944 억 달러 규모의의 연방 원조 패키지를 요구하는 빌드 백 베터 평가
보고서보고서(Build Back Better Assessment Report)를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에는
주택, 전력 공급망 및 복구력, 농업, 기타 요소 등을 비롯하여 투자가 필요한 특정 부문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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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omo 주지사는 최근 푸에르토리코 에너지 탄력성 실무 그룹(Puerto Rico Energy
Resilience Working Group)을 구성하여 푸에르토 리코 전력 시스템을 보다 탄력적,
효율적, 현대적으로 복원하고, 연간 20 억 달러 이상의 비용이 드는 화석 연료 수입에 덜
의존할 수 있도록 하는 권고안이 담긴 “빌드 백 베터(Build Back Better)”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에너지 탄력성 실무 그룹(Energy Resiliency Working Group)에서 작성한
이 보고서는 푸에르토리코에서 전력 시스템 수리, 탄력성, 현대화 투자 등에 대한 지원금
액수를 총 170 억 달러로 파악하고 권고합니다.
또한 뉴욕 전력회사 파견대의 고위급 임원들은 푸에르토리코 전력 시스템의 혁신을 위한
장기 비전과 실행 계획을 개발하기 위해 구성된 자문 그룹인 푸에르토리코 전력청 혁신
자문위원회(Puerto Rico Electric Power Authority Transformation Advisory Council)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뉴욕 전력청(NYPA)의 Robert Lurie 최고 재무 책임자와
콘솔리데이티드 에디슨(Consolidated Edison)의 Sanjay Bose 중앙 엔지니어링 담당
부사장은 9 명의 다른 고위급 에너지 전문가들과 함께 이 자문위원회에서 봉사하게 될
뉴욕 파견대의 일원입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구호 및 복구 활동(Empire State Relief and Recovery Effort)
뉴욕은 1,000 명 이상의 직원을 배치하고 뉴욕주 전 지역의 기부 사이트 13 곳에서
수거한 팔레트 화물 운반대 4,400 개 규모의 구호 물자를 배포했습니다.
배치된 직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
•
•
•
•

450 명이 넘는 뉴욕 전력 회사 직원, 50 명이 넘는 전술적 전력 복구 전문가,
15 명의 피해 평가 전문가
주 방위군 헌병대 132 명
주 방위군 엔지니어 125 명
주 방위군 병사 60 명
블랙호크 헬기 4 대
항공병 14 명
자원봉사 의사, 의료전문인(Physicians Assistants), 간호사, 임상 간호사
156 명
항만청 직원 70 명 이상

•
•
•

주경찰 130 명 이상
뉴욕주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State 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의 수송 지원팀 5 명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드론 파일럿 2 명

배포된 구호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
•
•
•
•
•
•
•
•
•

생수 330 만 병
낱개의 아기 물티슈 780 만 개
기저귀 230 만 개
여성용품 592,730 개
이유식 117,210 통
통조림 194,014 통
주스/스포츠 드링크 82,640 병/파우치
손전등 15,275 개
태양등 8,600 개
응급 키트 7,310 개
정수 시스템 1,181 대
전력 복구 활동을 위한 전기 케이블 155,000 마일 이상, 스플라이스
키트(splice kit) 7,600 개, 크로스 암(cross arm) 1,485 개, 변압기 50 대
그레이터 뉴욕 병원 협회(Greater New York Hospital Association, GNYHA)
및 Afya 재단(Afya Foundation)과 제휴하여 산후안, 비에쿠에스, 쿨레브라
그리고 기타 지역 등을 위해 중요한 의약품 및 구호 물자에 100 만 달러
이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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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