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년 9월 14일  ANDREW M. CUOMO 주지사 

 
  

 

MAPP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주지사와 CUOMO 뉴욕 주지사, 허리케인 어마(IRMA)의 

피해 평가 순방 및 복구 임무 발표  

 

Cuomo 주지사, 허리케인 어마(Irma)와 하비(Harvey) 피해 지역에 뉴욕의 지속적 지원 

약속  

 

  

Andrew M. Cuomo 주지사는 9월 15일 금요일,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순방하여 

허리케인 어마(Irma)가 입힌 피해를 조사합니다. Mapp 주지사는 Cuomo 주지사에게 이 

지역을 방문하여 피해를 조사하도록 평가 순방 및 복구 임무를 요청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피해 지역이 복구를 시작하는 동안 뉴욕이 최선을 다하여 추가 원조를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허리케인 어마(Irma)는 9월 6일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를 강타했고 시간당 150 마일 이상 

속도의 강력한 바람을 동반하여 세인트 토마스와 세인트 존에 심각한 피해를 

남겼습니다. 세인트 토마스와 세인트 존은 심각한 상황이며 여전히 전력이 공급되지 

않아 주민들은 힘들게 태풍 피해 복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가 필요로 할 때 뉴욕 

주민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적소에 도움을 주기 위해 파괴 범위를 완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태풍 피해자들이 자립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우리는 자산도 있을 뿐 

아니라 허리케인 샌디(Sandy)가 입힌 심각한 피해를 통해 어떻게 재건 및 복구해야 

하는지 잘 배웠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도울 것입니다.”  

 

Mapp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리케인 어마(Irma)가 지나간 후 저는 Cuomo 

주지사가 피해 지역을 돌아보고 복구 작업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초청했습니다. 주지사는 주택 도시 개발부 장관(HUD Secretary) 시절의 태풍 

피해 복구 경험과 뉴욕 주지사를 맡으며 허리케인 샌디(Sandy)의 여파 복구 등 폭넓은 

경험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작업을 앞두고 있는 저희와 협력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뉴욕과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다.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에는 미국의 주 중 

출생지가 뉴욕인 거주자가 가장 많습니다. 브루클린에서 태어나 윌슨(Wilson) 에비뉴 



83지구에서 복무한 사람으로서 저는 뉴욕 주민들의 융통성과 할 수 있다는 태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께서 저희가 더욱 우수하고 강하게 재건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원조를 약속해주셔서 감사합니다.”  

  

Cuomo 주지사는 행정부 “평가팀”과 함께 순방하여 피해 상황을 조사하고 자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의논할 것입니다.  

  

뉴욕과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는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다.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에는 

미국의 주 중 출생지가 뉴욕인 거주자가 가장 많습니다. Mapp 주지사는 뉴욕 

브루클린에서 태어나 뉴욕시 지역 전문대학(New York City Community College)과 

뉴욕시립 대학교(City University of New York)를 다녔습니다.  

 

본 순방 외에도 허리케인 어마(Irma)가 지나간 후 뉴욕은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많은 

원조를 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태풍이 지나간 즉시 최초 탐색 및 구조를 돕기 위하여 

뉴욕 항공 주 방위군(New York Air National Guard) 106번 항공 구조단(Rescue Wing) 

출신 공군(Airmen) 130명, HH-60 페이브호크(Pave Hawk) 구조 헬리콥터 세 대, HC-130 

탐색 구조 항공기 두 대, 조디악(Zodiac) 고무 구명 보트 세 개를 배치했습니다. 이번주 초 

최초 임무가 끝났습니다.  

  

허리케인 하비(Harvey)와 어마(Irma)가 텍사스, 플로리다, 카리브해 지역을 강타한 후 

뉴욕주는 태풍 피해를 입은 지역을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9월 11일 UH-60 

블랙호크(Blackhawk) 헬리콥터 10대와 뉴욕주 방위군(New York Army National Guard) 

전투항공부대 42여단(Combat Aviation Brigade) 출신 병사 55명이 허리케인 

어마(Irma)가 플로리다에 입힌 피해를 원조하기 위해 배치되었습니다. 추가로 9월 10일 

일요일, 허리케인 어마(Irma) 대응과 플로리다주 방위군(Florida National Guard) 지원을 

위하여 제105 항공 비행단(105th Airlift Wing) 공군이 C-17 항공기 사용 병력 7명으로 

구성된 미시시피 위성 통신팀에 배치되었습니다. 뉴욕 항공 주 방위군(New York 

National Guard) 106번 항공 구조단(Rescue Wing) 출신 공군(Airmen) 124명은 허리케인 

하비(Harvey)에 대응하기 위하여 텍사스에 배치되었으며 허리케인 어마(Irma)에 

대응하기 위하여 푸에르토리코에 개별 배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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