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8년 7월 24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는 TRUMP 대통령에게 계속되는 위기에 있는 푸에르토리코를 

방문하도록 촉구하는 공개서한 발송  

  

Cuomo 주지사: “대통령님, 귀하의 행정부는 푸에르토리코 사람들을 실망시켰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진정으로 인식하는 유일한 방법은 직접 목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귀하가 푸에르토리코에서 고통받고 있는 미국 시민들을 방문하기를 촉구합니다. 만일 

이곳이 플로리다나 텍사스 혹은 뉴욕이었다면, 이 긴 시간이 계속되는 위기로 돌아오도록 

기다렸을까요?”  

  

Cuomo 주지사: “대통령님, 이들은 미국 시민들이고 그들은 종이 수건보다 더 많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허리케인 어마(Hurricane Irma)와 허리케인 

마리아(Hurricane Maria)에 대한 연방 정부의 대응 실패로 인해 위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Trump 대통령에게 푸에르토리코를 방문하도록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오늘 

발송했습니다. 주지사는 뉴욕과 연대하는 푸에르토리코 재건 및 재건축 프로그램(New 

York Stands with Puerto Rico Recovery and Rebuilding Initiative)을 지원하기 위해 뉴욕 

대표단을 이끌고 섬을 방문한 둘째 날 서한을 보냈습니다.  

  

주지사의 서한 동영상은 여기 유튜브(YouTube)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TV 화질(h.264, 

mp4)의 형식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지사의 서한 오디오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신의 본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Trump 대통령 귀하,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major-milestones-ny-stands-puerto-rico-recovery-and-rebuilding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major-milestones-ny-stands-puerto-rico-recovery-and-rebuilding
https://youtu.be/FAOkcHE6F_k
https://spaces.hightail.com/receive/sIGtIP7f2L
https://soundcloud.com/nygovcuomo/governor-cuomo-addresses-open-letter-to-president-trump-calling-on-him-to-visit-puerto-rico-amid-ongoing-crisis


 

 

뉴욕의 지속적인 복구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푸에르토리코의 다섯 번째 방문을 막 마친 

후에 저는 귀하의 행정부가 푸에르토리코 사람들을 참혹하게 학대하는 것에 대해 

분노를 표하고자 이 서한을 쓰고 있습니다. 허리케인 어마(Hurricane Irma)와 허리케인 

마리아(Hurricane Maria)가 섬을 휩쓸고 간 이후 10개월 이상 동안 저는 귀하의 

행정부가 푸에르토리코를 계속 무시하는 것이 어떻게 섬의 고통과 괴로움을 늘리고 

있는지 직접 보았습니다.  

  

대통령님, 이들은 미국 시민들이고 그들은 종이 수건보다 더 많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하겠습니다. 이 계속되는 위기는 전적으로 대자연의 영향뿐만 아니라 폭풍 

전후에 귀하 행정부의 행동 부족의 결과입니다. 미국연방 재난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 자체 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관은 허리케인 

마리아(Hurricane Maria)에 한심하게 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재해가 일어난 후 

푸에르토리코가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없었습니다.  

  

푸에르토리코인들은 미국연방 재난관리청(FEMA)의 실패로 인해 계속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최근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저는 10개월이 지난 후에도 믿을 수 있는 

깨끗한 물이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플라이타 사람들이 여전히 물을 끓이는 것을 

봤습니다. 아직도 전력망이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이나보의 가족들이 여전히 

발전기에 의존하는 것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여전히 그들의 지역사회로 돌아가는 게 

불편하기 때문에 약 10,000가구가 피해를 본 토아 바하에서 텅 빈 채 버려진 주택들을 

보았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귀하는 푸에르토리코 사람들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부는 

귀하가 문제의 일부였다고 인정했습니다. 해결책의 일부가 되어야 할 시간이 훨씬 

지나서 말입니다. 푸에르토리코는 더 강력하고 더 탄력적으로 재건하기 위해 944억 

달러의 연방 지원을 요구하는 계획을 내놓았지만 지금까지 연방 정부는 그 중 극히 

일부만 제공했습니다. 저는 귀하께 푸에르토리코가 재건하고 미래의 심각한 기후에 

대비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금을 제공하도록 촉구합니다.  

  

섬 외부에 있는 푸에르토리코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뉴욕은 항상 푸에르토리코와 

특별한 유대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이 비극의 시작부터 푸에르토리코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 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많은 일을 해 왔고 계속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 전역의 

13개 기부 사이트에서 모은 4,400개 화물 운반대 분량의 보급품을 보냈으며, 전력 

복구와 전력망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 주 방위군(National Guard), 공무원, 의료 전문가 

및 수백 명의 설비 인력과 전력 전문가를 포함하는 1,000명 이상의 인력을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뉴욕과 연대하는 푸에르토리코 재건 및 



 

 

재건축 프로그램(New York Stands with Puerto Rico Recovery and Rebuilding 

Initiative)의 일환으로 수백 명의 뉴욕 주립 대학교(SUNY)와 뉴욕 시립 대학교(CUNY) 

학생들과 뉴욕의 숙련되고 조직적인 자원봉사 작업자들이 푸에르토리코에서 주택을 

재건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과 자원봉사자들은 허리케인이 휩쓸고 간 이후 

워싱턴에서는 볼 수 없는 지도력과 연민, 보살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귀하와 귀하의 행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대통령님, 귀하의 행정부는 푸에르토리코 사람들을 실망시켰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진정으로 인식하는 유일한 방법은 직접 목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귀하가 

푸에르토리코에서 고통받고 있는 미국 시민들을 방문하기를 촉구합니다. 만일 이곳이 

플로리다나 텍사스 혹은 뉴욕이었다면, 이 긴 시간이 계속되는 위기로 돌아오도록 

기다렸을까요?  

  

귀하의 여행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뉴욕 주민들이 현장에서 솔선하고 

푸에르토리코 형제자매를 위해 나서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려주는 모범을 

기꺼이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Somos uno).  

  

Andrew M. Cuomo 주지사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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