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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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OMO 주지사, 허리케인 마리아(HURRICANE MARIA)가 휩쓸고 지나간 이후 

푸에르토리코를 다섯 번째 방문하여 뉴욕과 푸에르토리코 사이의 농산물 무역 파트너십 

발표  

  

허리케인 마리아(Hurricane Maria)가 파괴한 푸에르토리코의 농업 관련 산업을 통해, 

현지 농부, 푸에르토리코 대학교(University of Puerto Rico), 푸에르토리코에서 식품 및 

농업을 지원하는 기술 지원 및 전문 기술을 제공하는 다른 파트너들과 협력하는 뉴욕  

  

푸에르토리코와 뉴욕 양쪽 모두 100만 달러 이상의 경제적인 이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는 새로운 농산물 무역 기회  

  

주지사의 뉴욕과 연대하는 푸에르토리코 복구 및 재건 프로그램(New York Stands with 

Puerto Rico Recovery and Rebuilding Initiative)에 뒤이어, 푸에르토리코의 전력망과 

인프라를 보수하고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지원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푸에르토리코 경제 및 푸에르토리코가 복구 및 

재건을 지속하는 시기에 두 공동체 사이의 유대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뉴욕과 

푸에르토리코 간에 조성하는 새로운 농산물 무역 파트너십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주지사는 푸에르토리코가 농업 및 식량 공급 시스템을 재건하고, 이 

산업을 재건하기 위한 기술 지원 및 전문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현지 농부, 푸에르토리코 

대학교(University of Puerto Rico), 기타 파트너들과 협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허리케인 마리아(Hurricane Maria)가 휩쓸고 지나간 후 10 개월 동안, 

뉴욕과 푸에르토리코 간의 농산물 무역은 뉴욕에서 재배된 사과, 양배추, 양파 등이 

푸에르토리코에서, 푸에르토리코에서 재배된 수박, 망고, 호박 등이 뉴욕에서 판매되기 

시작하면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추산한 바에 따르면, 이 농산물 

무역 기회는 뉴욕과 푸에르토리코 양쪽 모두에게 100만 달러가 훨씬 넘는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지사는 섬에서 진행 중인 복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뉴욕 주립 대학교(SUNY) 및 

뉴욕 시립 대학교(CUNY) 총장 및 학생 대표단과 더불어 비영리 협력 단체, 노동자 대표, 



 

 

선출 공무원들을 이끌고 푸에르토리코에 머무는 동안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허리케인 

마리아(Hurricane Maria)와 어마(Hurricane Irma) 이후 주지사의 푸에르토리코 방문은 

다섯 번째이며 계획이 시작한 이래로 뉴욕 주립 대학교(SUNY) 및 뉴욕 시립 

대학교(CUNY) 학생 봉사자들은 세 번째 배치되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푸에르토리코 주민은 우리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연방 정부의 지속적인 방치에도 불구하고, 뉴욕은 이들이 경제를 재건하는 일을 돕기 

위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계속 할 것입니다. 이 농업 파트너십으로 현지 

농부들을 위한 기회를 만들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며 이 중요한 분야의 회복을 도울 

것입니다. 그리고 푸에르토리코와 위대한 주 뉴욕 사이의 유대 관계를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허리케인 피해를 평가하는 빌드 백 베터(Build Back Better) 보고서에 따르면, 허리케인 

어마(Hurricane Irma)와 허리케인 마리아(Hurricane Maria)는 농작물 가치의 약 80 

퍼센트에 해당하는 피해를 끼쳐서 푸에르토리코 경제에 약 2억 5,000만 달러의 손실을 

입혔기 때문에 주로 가족 소유의 소규모 농장으로 구성된 푸에르토리코의 농업 부문이 

심각한 영향을 입었습니다. 재배하던 작물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현지에서 공급하던 

식량의 양이 줄어들었고 영양 공급이 제한되어 식품비의 상승을 초래하였고 결국 식량 

공급이 불안정해졌습니다. 또한 220만 마리가 넘는 가축이 폭풍우로 생명을 잃었고 

농업 인프라의 피해 규모가 18억 달러를 초과했습니다. 이는 전체 가치의 40 퍼센트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푸에르토리코의 다른 재건 할동과 마찬가지로, 뉴욕주는 푸에르토리코가 이전보다 더욱 

강력한 농업 및 식량 공급 시스템을 재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 즉각적인 요구를 파악하고, (2) 단기 해결책에 대한 기술 지원을 제공하며, 

(3) 농업 관련 산업을 강화하고 식량 안보를 지원하며 푸에르토리코의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전략적 계획을 개발하기 위해, Cuomo 주지사는 현지 농부, 

푸에르토리코 대학교(University of Puerto Rico), 기타 파트너들과 협력하기 위한 

포괄적으로 목표 지향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주지사는 SOMOS의 파트너들과 만날 예정인 Ball 커미셔너가 이끄는 전문가팀을 

소집할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은 다음 사항에 주력하게 됩니다.  

• 푸에르토리코와 뉴욕 사이의 식품 및 농산물 무역 및 교환 증가,  

• 식품 혁신 분야의 공동 창업,  

• 소외된 주민을 위한 식량 안전 보장 및 푸드 뱅크 개발 모색,  

• 식품 안전에 관한 표준 및 기술 지침과 더불어 식품 및 음료수 안전 모범 사례에 

대한 공동 연구.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Build_Back_Better_PR.pdf


 

 

푸에르토리코 최대의 농산물 유통업체인 캐리비안 프로듀스(Caribbean Produce)는 

지금까지 뉴욕산 사과 186,200 파운드를 수입했습니다. 이 사과에는 뉴욕 애플스 

세일즈(New York Apples Sales) 및 허드슨 리버 프루트(Hudson River Fruit)의 제품인 

롬(Rome) 사과, 엠파이어(Empire) 사과, 레드 딜리셔스(Red Delicious) 사과, 갈라(Gala) 

사과, 스냅 드래곤(Snap Dragon) 사과, 매킨토시(McIntosh) 사과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뉴욕에서 재배한 감자, 당근, 순무, 사탕무우 그리고 더 많은 농산물 등을 

수입할 계획을 가진 캐리비안 프로듀스(Caribbean Produce)는 제네시 카운티의 엘바 

소재 토레이 팜스(Torrey Farms)에서 양배추 126,000 파운드, 오렌지 카운티의 뉴 

햄프턴 소재 민쿠스 패밀리 팜스(Minkus Family Farms)에서 생산한 양파 84,000 

파운드를 수입했습니다. 캐리비안 프로듀스(Caribbean Produce)는 현재 온타리오 

카운티의 제네바 소재 레드 재킷 오차드(Red Jacket Orchard) 주스를 유통시키고 

있습니다. 허드슨 리버 프루트(Hudson River Fruit), 레드 재킷 오차드(Red Jacket 

Orchard), 민쿠스 패밀리 팜스(Minkus Family Farms) 모두 뉴욕주 재배 인증 

프로그램(New York State Grown and Certified program)에 가입해 있습니다.  

  

뉴욕은 브롱크스의 헌츠 포인트 터미널 마켓(Hunts Point Terminal Market)에서 

소매가로 판매되는 푸에르토리코의 구아니카 소재 핀카 곤살레스(Finca González) 및 

소토 팜스(Soto Farms)에서 10만 파운드의 씨없는 수박을 수입했으며, 수주에서 수개월 

내에 추가로 컨테이너들을 수입할 계획입니다. 캐리비안 프로듀스(Caribbean 

Produce)는 산타 이사벨 소재 간 이든 팜(Gan Eden Farm)의 망고와 더불어 핀카 

곤살레스(Finca González)의 열대 호박을 곧 뉴욕으로 수출할 예정입니다. 보수적인 

추산에 따르면, 이 파트너십은 장기적으로 뉴욕과 푸에르토리코 양쪽 모두에게 100만 

달러가 훨씬 넘는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간 이든 팜(Gan Eden Farm)은 허리케인 마리아(Hurricane Maria) 피해의 복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Cuomo 주지사의 뉴욕과 연대하는 푸에르토리코 복구 및 재건 

프로그램(NY Stands with Puerto Rico Recovery and Rebuilding Initiative)의 일환으로, 

뉴욕 마리타임 주립대학교(State University of New York Maritime), 뉴욕 주립 대학교 

올버니 캠퍼스(SUNY Albany), 뉴욕 주립 대학교 환경학 및 삼림학 칼리지(SUNY ESF) 

학생들을 배치한 일터 중 한 곳이었습니다.  

  

이 파트너십은 2015년 11월에 Cuomo 주지사가 올드 산후안에 개설한 뉴욕주 

무역관광사무소(New York State Office of Trade and Tourism, NYSOTT) 덕분에 

가능해졌습니다. 뉴욕주 무역관광사무소(NYSOTT)는 뉴욕주와 푸에르토리코 간의 

상호 유익한 관광 기회를 널리 알리고 경제적 유대관계를 강화할 것입니다. 뉴욕주 

무역관광사무소(NYSOTT)는 또한 뉴욕산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뉴욕주 디스커버리 

센터(New York State Discovery Center), 테이스트 뉴욕(Taste NY), 아이 러브 뉴욕(I 

LOVE NY) 매장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푸에르토리코가 경제를 확대하고 비즈니스 및 

기술 개발, 농업, 에너지, 인프라 등을 위한 기회를 포함하여 푸에르토리코와 뉴욕주 

사이에 상호 이익이 되는 경제 개발 관계를 조성하도록 돕기 위해, 2015년 9월에 Cuomo 



 

 

주지사가 발표한 여러 프로그램을 토대로 삼아 푸에르토리코에서 사라토가 스프링 

워터(Saratoga Spring Water), 아사라시 스파클링 트리 워터(Asarasi Sparkling Tree 

Water), 록시 마운틴 메이플 프로덕츠(Roxy Mountain Maple Products)의 유통이 

계획되었습니다.  

  

뉴욕주와 푸에르토리코는 뉴욕 기업들과 푸에르토리코 그리고 푸에르토리코와 뉴욕 

기업들 사이의 무역 기회를 촉진하고 확대하기 위한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이 조치는 2016년 9월에 Cuomo 주지사가 발표한 농업 무역 포럼(Agriculture Trade 

Forum)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 포럼 기간 동안 뉴욕과 푸에르토리코에서 무역을 

촉진하고 시장을 확대하며 농업 관련 기업 및 관광 산업의 경제적 영향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비즈니스, 정부, 농업계 대표자들이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뉴욕주의 소매업체들은 뉴욕주에 거주하고 있는 100만 명이 넘는 

푸에르토리코인들의 수요만큼 푸에르토리코 식품을 판매하고 푸에르토리코의 

이국적인 식품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이 포럼으로 뉴욕의 

생산업체들과 푸에르토리코 제조업체들 사이의 공동 창업의 미래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푸에르토리코의 우리 형제 자매들과 

협력하여 재건 및 복구 활동을 계속 수행하고 있는 점이 자랑스럽습니다. 그 활동에는 

섬의 전 지역에서 농업 경제를 되살리는 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뉴욕은 농부들을 

지원하고 푸에르토리코와 뉴욕 양쪽 경제를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무역 기회를 

만드는 일을 지원하기 위해 푸에르토리코와의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캐리비안 프로듀스 익스체인지(Caribbean Produce Exchange)의 Ángel Santiago 

사장 겸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협약의 초기 단계 동안 뉴욕의 무역 

장소에서 모든 소비자가 즐길 수 있는 푸에르토리코의 신선한 열대 농산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뉴욕에서도 수출입 활동을 하기 위해, 우리는 다른 농업 부문을 

추가하여 연중 농산물 교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우리는 푸에르토리코와 뉴욕에서 

양자 사이의 경제 성장과 농업 관련 사업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모색하는 이 상업 관계를 

계속 강화하기를 기대합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의 사장 겸 최고경영자인 

Howard Zemsky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비즈니스를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성장 기회로 연결하기 위해 뉴욕과 푸에르토리코 사이에 중요한 경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허리케인 마리아(Hurricane Maria)가 휩쓸고 지나간 후, 

푸에르토리코의 친구와 이웃이 복구하고 재건하는 것을 돕기 위해 협력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적인 다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이 협력을 통해 단기간에 매우 

필요한 비즈니스를 조성하고, 뉴욕과 푸에르토리코에서 양쪽에서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하는 유익하고 장기적인 파트너십의 토대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first-ever-agriculture-trade-forum-between-new-york-and-puerto-rico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first-ever-agriculture-trade-forum-between-new-york-and-puerto-rico


 

 

  

뉴욕주 농업부(State Agriculture)의 Richard A. Ball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농업부는 몇 년 전 주지사의 농업 무역 포럼(Governor's Agriculture Trade Forum)에 

참여했던 점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그 포럼에서 푸에르토리코의 친구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해 의미 있고 긍정적인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푸에르토리코의 복구 활동 기간 동안 푸에르토리코와 강력하게 연대하고 있는 가운데, 

그러한 논의가 재건 활동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뉴욕의 농산물 재배업체들을 위한 

새로운 시장으로 가는 다리도 놓을 수 있는 조치로 이어지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브롱크스 자치구의 Ruben Diaz Jr. 자치구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브롱크스는 

뉴욕시의 다른 자치구 보다 푸에르토리코 주민이 더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형제 자매를 지원하기 위해 허리케인 마리아(Hurricane Maria)의 피해를 계속 

복구하고 재건해야 합니다. 푸에르토리코 전체를 위한 복구 활동과 푸에르토리코의 

농업 경제 재건 활동에 대한 리더십을 발휘해 주신 Cuomo 주지사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브롱크스와 푸에르토리코의 우리 경제는 이 섬과 헌츠 포인트 터미널 마켓(Hunts Point 

Terminal Market) 사이의 이러한 무역 기회 덕분에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 파트너십은 

우리 사이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두 공동체가 번영할 수 있도록 계속 도울 것입니다.”  

  

푸에르토리코계 및 히스패닉계 태스크포스(Puerto Rican/Hispanic Task Force) 의장인 

Marcos Crespo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Cuomo 주지사님은 

푸에르토리코를 위한 진정한 리더십과 우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울이고 

있는 주지사님의 이러한 노력은 섬의 농업 관련 산업을 강화하고 SOMOS에서 계획한 

정상 회의를 포함하여 현지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농부들을 위해 더 많은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푸에르토리코를 재건하기 위한 시찰에 주지사님과 

다시 함께 하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푸에르토리코의 여러 세대를 위해 이 

종합적인 계획이 더욱 강하고 보다 나은 섬과 경제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뉴욕과 연대하는 푸에르토리코 복구 및 재건 프로그램(NY Stands with Puerto Rico 

Recovery and Rebuilding Initiative)  

  

주지사는 복구 및 재건 프로그램(Recovery and Rebuilding Initiative)의 일환으로, 

푸에르토리코에서 머무는 동안 농업 파트너십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2018년 4월에 

Cuomo 주지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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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구 및 재건 프로그램(NY Stands with Puerto Rico Recovery 

and Rebuilding Initiative)을 출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지사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푸에르토리코의 더 나은 발전을 돕기 위한 뉴욕주의 지속적인 활동에 대해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launches-ny-stands-puerto-rico-recovery-and-rebuilding-initiative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launches-ny-stands-puerto-rico-recovery-and-rebuilding-initiative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launches-ny-stands-puerto-rico-recovery-and-rebuilding-initiative


 

 

논의하기 위해 지역 파트너 및 전술 평가팀(Tactical Assessment Team)의 팀원들이 

참여하는 원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 시찰 동안에, Cuomo 주지사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성취한 주요 이정표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현재까지 섬 전역에서 90가구를 청소, 복원, 재건축함으로써 뉴욕주는 

해당 계획을 통해 150가구를 개조한다는 목표에 다가가는 중입니다. 현재까지 400명이 

넘는 학생과 근로 봉사자들이 이 계획에 25,000시간 이상 기여했으며 아직 두 번의 주요 

배치가 남아있습니다. 올 여름 뉴욕주는 회복 및 재건축 작업에 학생 봉사자 500명 

이상과 기술 근로 봉사자 100명 이상을 보낼 예정입니다.  

  

뉴욕과 연대하는 푸에르토리코 재건 및 재건축 계획(NY Stands with Puerto Rico 

Recovery and Rebuilding initiative)의 일환으로 학생 봉사자들은 한 번에 2주 동안 

배치되며 그 작업으로 대학 학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뉴욕 건축업 및 건설업(New York 

Building and Construction Trades) 협회의 자원 봉사자들은 여름 내내 일주일에서 2주 

간격으로 배치되고 있습니다. 또한, 유엔 아동 기금 미국 지부(UNICEF USA) 미국은 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진행 중인 배치는 4월 29일에 출범한 이 프로그램의 두 번째 단계에 따라 진행됩니다. 

주지사는 섬을 위한 포괄적인 재건 계획을 개발하기 위해 전술 평가팀(Tactical 

Assessment Team)을 배치했습니다. 평가팀(Assessment Team)의 조사 결과는 여름 

동안의 배치를 계속해서 지도합니다. 이전 7월 15일, 7월 1일, 6월 17일에 있었던 세 

번의 배치에는 100명 이상의 뉴욕 주립 대학교(SUNY) 및 뉴욕 시립 대학교(CUNY) 

학생들과 자원 봉사자, 25명 이상의 숙련된 자원봉사 작업자들이 포함되었습니다.  

  

푸에르토리코를 돕는 뉴욕의 활동  

  

Cuomo 주지사는 허리케인 마리아(Hurricane Maria)가 섬을 초토화시킨 후 뉴욕으로 

대피하게 된 푸에르토리코 가족들을 돕기 위한 뉴욕주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연방 임대 지원이 6월 말에 만료될 예정인 상태에서, 주지사는 임시 및 장애 

지원국(Office of Temporary and Disability Assistance)에 피난한 푸에르토리코인들에게 

강력한 주택 사례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120만 달러 프로그램을 설립하도록 

지시했고, 노동부(Department of Labor)에 지역사회 기반 단체에 기금을 대어 직업을 

훈련하고 취업을 알선하는 데 최대 1,000만 달러를 제공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지난달 뉴욕 주립 대학교 이사회(SUNY Board of Trustees)와 뉴욕 시립 

대학교 이사회(CUNY Board of Trustees)가 허리케인 어마(Hurricane Irma)와 허리케인 

마리아(Hurricane Maria)로 피난한 학생을 위한 거주민(in-state) 학비 지원을 연장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거주민 학비 승인 연장으로 푸에르토리코와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학생들은 2018-19년 학년동안 낮은 비용으로 주가 운영하는 대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고 가족들이 자연재해로 인해 폐허에서 복구하는 부담을 덜게 되었습니다. 

file://///enterprise/perimeter/pimdata/messages/1513285734/5/139/msg-tbm4mq


 

 

2018년 봄 학기에 뉴욕 주립 대학교(SUNY)의 피난 학생들 약 50명과 뉴욕 시립 

대학교(CUNY)의 피난 학생 200명이 거주민(in-state) 학비율을 이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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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에르토리코를 4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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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에르토리코가 필요한 연방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12월에 Cuomo 주지사와 Rosselló 푸에르토리코 주지사는 뉴욕 연방 의회 대표단(New 

York Congressional Delegation)과 함께 빌드 백 베터 평가 보고서(Build Back Better 

Assessment Report)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주택, 전력 공급망 및 복구력, 

농업, 기타 요소 등을 비롯하여 투자가 필요한 특정 부문을 명시했습니다. 공공 안전 및 

최고 대응 지원을 위해 4억 8,700만 달러, 장기 복구 관리에 90억 달러 등, 필요한 기금 

총액은 944억 달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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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ire State Relief and Recovery Effort) 웹페이지를 방문하여 확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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