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8년 6월 10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뉴욕과 연대하는 푸에르토리코 복구 및 재건 프로그램(NY STANDS 

WITH PUERTO RICO RECOVERY AND REBUILDING INITIATIVE)의 일환인 숙련된 

작업자들 및 학생 자원 봉사자들의 배치 발표 

 

뉴욕 주립 대학교(SUNY) 및 뉴욕 시립 대학교(CUNY) 학생 100 명과 숙련된 자원 봉사 

작업자 약 20 명을 6월 17일에 배치 

 

주지사, 허리케인 마리아(Hurricane Maria)가 휩쓸고 간 푸에르토리코에 대한 연방 

정부의 대응에 대한 조사 촉구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여름 내내 진행되는 뉴욕과 연대하는 푸에르토리코 

복구 및 재건 프로그램(NY Stands with Puerto Rico Recovery and Rebuilding 

Initiative)의 일환으로 자원봉사 작업자들뿐만 아니라 뉴욕 주립 대학교(SUNY) 및 뉴욕 

시립 대학교(CUNY) 학생들을 최초로 배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6월 17일에 약 100 명의 

뉴욕 주립 대학교(SUNY) 및 뉴욕 시립 대학교(CUNY) 학생들과 약 20 명의 숙련된 자원 

봉사 작업자들이 푸에르토리코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초기에 배치되는 이 자원 봉사자들은 주택의 청소, 복구, 재건 작업을 위해 비영리 재건 

단체들인 올 핸드 앤드 하츠(All Hands and Hearts), 하트 9/11(Heart 9/11), 

네차마(NECHAMA) 등에 파견됩니다. 학생들은 2 주간 배치되어 대학 학점을 취득하게 

됩니다. 유엔 아동 기금인 유니세프(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UNICEF) USA는 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5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리케인 마리아(Hurricane Maria)가 발생한 후 

푸에르토리코에 대한 연방 정부의 부족한 대응은 기본적인 생활 필수품을 갖추지 못한 

미국 시민 수백만 명을 어둠 속에 남겨두어 수많은 생명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허리케인 마리아(Hurricane Maria)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 수가 연방 정부의 추정치보다 

70 배나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최근에 알았듯이, 연방 정부가 특정 미국인들의 생명을 

다른 미국인들보다 우선시한다는 사실이 반박의 여지없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연방 

정부의 이러한 무대책에도 불구하고, 뉴욕은 섬에 거주하는 형제 자매들의 집과 삶을 



 

 

재건하기 위해 푸에르토리코의 공백을 채우는 비영리 단체들과 협력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배치는 4월 29일에 시작된 뉴욕과 연대하는 푸에르토리코 복구 및 재건 프로그램(NY 

Stands with Puerto Rico Recovery and Rebuilding Initiative)의 첫 번째 단계로 

진행됩니다. 이 첫 번째 단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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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평가팀(Assessment Team)의 조사 결과에 따라, 

여름 내내 건축업과 건설업의 숙련된 작업자들뿐만 아니라 약 500 명의 뉴욕 주립 

대학교(SUNY) 및 뉴욕 시립 대학교(CUNY) 학생들의 전략적인 배치가 이루어집니다. 

 

이번 달에 Cuomo 주지사는 푸에르토리코에서 2017년에 발생한 자연 재해에 대한 연방 

정부의 대응을 조사하기 위해 독립적인 연방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허리케인 마리아(Hurricane Maria)의 사망자 수가 현재의 공식적인 추정치보다 70 배나 

많을 수 있다고 추정하는 하버드 공중보건대학(Harvard School of Public Health)의 

분석이 발표된 후, Cuomo 주지사는 Nydia Velázquez 연방 하원의원과 함께 연방 정부의 

대응, 사망자 수, 모든 과실 또는 부실한 대응, 더불어 재난 대비, 대응 및 복구에 대해 

즉시 조사하는 위원회 구성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Velázquez 연방 하원의원은 이 위원회 

설립을 위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푸에르토리코에서의 뉴욕의 활동 

 

2017년 9월 허리케인 마리아(Hurricane Maria)가 휩쓸고 간 후, Cuomo 주지사는 

푸에르토리코를 4 차례 방문하면서 지역사회에 필수적인 중요한 자원을 계속 

지원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 여파로 인해 뉴욕은 즉시 엠파이어 스테이트 구호 및 복구 

활동(Empire State Relief and Recovery Effort)을 설립하여, 궁극적으로 뉴욕주 전 지역 

13 곳의 기부 사이트에서 받은 최소한 4,400 개의 화물 운반대 분량의 구호 물자를 

배포했습니다. 뉴욕주는 또한 전력 복구 및 전력망 안정화를 돕기 위해 전력회사 직원 및 

전기 전문가 수백 명을 포함하여 1,000 명이 넘는 인원을 배치했습니다. 

 

Cuomo 주지사와 뉴욕 연방 의회 대표단(New York Congressional Delegation)은 

푸에르토리코에 필요하며, 푸에르토리코가 당연히 받아야 하는 연방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12월에 Cuomo 주지사와 Rosselló 주지사 및 뉴욕 

연방 의회 대표단(New York Congressional Delegation)은 더욱 강력한 상태로 

푸에르토리코가 재건하는 것을 돕기 위해 94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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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억 

8,700만 달러, 장기 복구 관리에 90억 달러 등, 필요한 기금 총액은 944억 달러입니다. 



 

 

 

또한 5월 말 뉴욕주립대학교 해양대학(SUNY Maritime)이 주도하는 활동으로, 500 명 

이상의 뉴욕주립대학교 해양대학(SUNY Maritime College) 생도와 올버니 

대학교(University at Albany) 및 뉴욕주립대학교 환경학 및 산림 대학(SUNY College of 

Environmental Science and Forestry) 학생 약 50 명이 현지의 비영리 재건 단체들과 

함께 자원 봉사로 잔해를 제거하고 그레이터 산후안 지역의 건축물 지붕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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