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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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에르토리코의 날 퍼레이드(PUERTO RICAN DAY PARADE)에서 CUOMO 주지사 

학생 봉사자들을 만나러 푸에르토리코를 방문한다고 발표  

  

Cuomo 주지사: "주정부는 처음부터 매 순간 푸에르토리코 편에 서겠다고 했습니다. 

여전히 할 일이 있습니다. 주정부는 여전히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주정부는 올 여름 

재건을 돕기 위해 뉴욕 주립 대학교(SUNY)와 뉴욕 시립 대학교(CUNY)에서 더 많은 

칼리지 학생들을 데리고 갈 예정입니다. 300명 이상입니다. 저도 다시 가서 이 학생들과 

재건 작업을 함께 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 "주정부는 허리케인 마리아(Hurricane Maria)와 그 피해자를 추모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올 9월 허리케인 마리아(Hurricane Maria)의 추모일에 

위원회는 배터리 파크 시티(Battery Park City)에 세워질 우승 추모관 디자인을 발표할 

것입니다."  

  

  

오늘 아침 푸에르토리코의 날 퍼레이드(Puerto Rican Day Parade)에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푸에르토리코에 가서 2017년 허리케인 시즌에 피해를 입은 섬 복구를 

돕고 있는 뉴욕 주립 대학교(SUNY)와 뉴욕 시립 대학교(CUNY) 학생 봉사자들을 만날 

것입니다.  

  

주지사 발언 오디오는 여기에서 제공됩니다.  

  

다음은 주지사 연설 초록입니다:  

  

모두 행복한 푸에르토리코의 날 퍼레이드(Puerto Rican Day Parade)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모두 함께 섰습니다. 푸에르토리코 지역사회는 이 도시에서 

중요한 부분이며 뉴욕주와 주정부는 오늘 푸에르토리코인과 그들이 이 도시와 주에 

가져온 아름다운 자산을 축하합니다. 푸에르토리코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허리케인 

마리아(Hurricane Maria)로 인해 여전히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특히 가슴이 아픕니다. 

허리케인 마리아(Hurricane Maria)는 두 배의 비극이었습니다. 이것은 허리케인이었고, 

우리나라와 전 세계의 다른 지역사회들을 돕는 방식으로 푸에르토리코를 돕지 않은 연방 

정부의 무례함이었습니다. 연방 정부는 푸에르토리코 주민은 미국 시민이라는 중요한 

사실을 잊고 부끄러운 일을 했습니다.  

  

https://soundcloud.com/nygovcuomo/at-puerto-rican-day-parade-governor-cuomo-announces-trip-to-puerto-rico-to-meet-with-student-volunteers


뉴욕 주정부는 잊지 않았습니다. 주정부는 매 순간 푸에르토리코 편에 서겠다고 

했습니다. Velázquez 연방 하원의원, Marcos Crespo 하원의원, Rubén Díaz 하원의원, 

주정부는 허리케인 마리아(Hurricane Maria)가 지나간 직후 푸에르토리코에서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다. 여전히 할 일이 있습니다. 주정부는 여전히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주정부는 올 여름 재건을 돕기 위해 뉴욕 주립 대학교(SUNY)와 뉴욕 시립 

대학교(CUNY)에서 더 많은 칼리지 학생들을 데리고 갈 예정입니다. 300명 이상입니다. 

아직도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다시 가서 학생들, Rubén Díaz 연방 하원의원, Marcos 

Crespo 하원의원과 재건 작업을 함께 할 것입니다.  

  

주정부는 또한 허리케인 마리아(Hurricane Maria)와 그 피해자를 추모할 위원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Velázquez 연방 하원의원 및 Marcos Crespo 하원의원은 그 위원회의 

공동 의장이 될 것입니다. 배터리 파크 시티(Battery Park City)에 여섯 곳이 있는데 

위원회는 허리케인 마리아(Hurricane Maria)의 희생자 추모관을 건설할 장소를 검토할 

것입니다. 위원회는 올 9월 허리케인 마리아(Hurricane Maria) 추모 달에 배터리 파크 

시티(Battery Park City)에 만들 추모관 디자인을 발표할 것입니다.  

  

주정부는 여전히 푸에르토리코 재건 작업을 하고 있으며 전보다 나은 푸에르토리코를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뉴욕 주민들은 그것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주정부는 영구적 

추모관을 만들어 사람들이 절대 푸에르토리코에 생긴 일을 잊지 않고 

푸에르토리코인들에 대해 이 나라가 보인 무례함을 기억하여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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