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9년 9월 16일  ANDREW M. CUOMO 주지사 

 

 

쿠오모 주지사, 허리케인 도리안(HURRICANE DORIAN)에 따른 바하마에 대한 구호 

노력CUOMO 발표을 발표했다.  

  

뉴욕주 전역의 전략적 장소에서 부패하지 않는 물품에 대한 기부 추진력 확대  

  

뉴욕 주민들에게 비영리 파트너 단체에 기부할 것을 촉구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허리케인 도리안(Hurricane Dorian)에 따른 바하마 

사람들의 회복 및 재건을 위한 뉴욕주 전역의 기부 운동을 발표했습니다. 이 노력을 돕기 

위해 9월 16일 월요일부터 주지사는 바하마 영사관(Bahamian Consulate)과 협력하여 

식품, 건조물 및 개인 위생에 대한 우선 기부를 위해 드롭 사이트 수를 늘릴 것입니다. 

주지사는 뉴욕 주민들에게 가장 가까운 드롭 사이트에 이렇게 절실한 필수품을 기부하고 

영사관에서 권장하는 유니세프 및 비영리 파트너 단체에 기부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허리케인으로부터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파괴적이고 어려운 일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원조하는 길고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허리케인 

도리안(Hurricane Dorian)의 여파로 고통받고 있는 수천 명의 바하마 사람들과 함께, 이 

지역사회의 재건을 위해 가능한 모든 힘을 다할 것입니다."  

  

바하마는 특히 미국과 뉴욕과 중요한 경제 파트너입니다. 2019년 7월 기준, 미국은 2억 

3,900만 달러를 바하마로부터수입하고 19억 7,000천만 달러 규모의 물품을 바하마로 

수출했습니다. 바하마에서 뉴욕항(Port of New York)으로 수입된 컨테이너 화물의 

가치는 이전에 모든 선박 수입의 약 14 퍼센트였습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독한 기후가 전 세계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무수한 삶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폭풍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물론 복구 프로세스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바하마에 있어 

사실입니다. 뉴욕주 전역의 기부 운동은 피해를 입은 후 기업과 가족이 회복하고 재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노력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모든 뉴욕 주민들에게 바하마 사람들이 

재건 과정이 계속되는 동안 필요한 필수 공급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기부할 것을 

권장합니다."  

  

https://protect2.fireeye.com/url?k=e7fb0f28-bbdf0e61-e7f9f61d-0cc47aa8d394-29cd1a8927ad94ba&q=1&u=https%3A%2F%2Fwww.unicefusa.org%2F


Nick Perry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카리브 해에 사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자연 재해에 직면했을 때, 단지 말뿐 아니라 우리의 행위를 통해 우리의 걱정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하마 사람들은 우리의 지원과 자선을 크게 필요로 합니다. 

저는 Cuomo 주지사와 함께 허리케인 도리안(Hurricane Dorian)로 인해 피해를 입은 

바하마 사람들을 돕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모든 뉴욕 주민들에게 가능한 한 아낌없이 

도움을 제공할 것을 호소합니다."  

  

캐리비안 아메리칸 상공회의소(Caribbean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의 대표이자 최고경영자, 창립자인 CEO/창립자인 Roy A Hastick 시니어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주민들은 허리케인으로 인한 피해를 직접 

경험해왔으며, 우리는 항상 도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도울 준비가 되어있을 것입니다. 

허리케인 도리안(Hurricane Dorian) 이후 바하마 사람들이 재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가운데, 이 물품은 개인과 가족에게 그들이 다시 일어서기 위해 필요한 지원과 보살핌을 

제공할 것입니다. 주 전역에 물품 기부소의 수를 늘려 주신 주지사에게 감사 드리며, 모든 

뉴욕 주민들에게 도움을 베풀고 기부할 것을 권유합니다."  

  

기부 운동  

뉴욕주 전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부 장소에서 건조 제품과 개인 위생 

용품을 반납할 것을 권장합니다. 뉴욕주는 다음의 기부소에 인력을 지원합니다.  

  

뉴욕시  

Chisolm 주립청 빌딩(Chisolm State Office Building)  

55 Hanson Place  

Brooklyn, NY 11217  

 

제이콥 자비츠 센터(Jacob Javits Center)  

655 W. 34th Street  

New York, NY 10001  

  

Jamaica Street Armory  

93-05 168th Street  

Queens, NY 11432  

  

Roberto Clemente State Park  

301 W Tremont Avenue  

Bronx, NY 10453  

  

올버니  

Empire State Plaza Main Concourse  

100 South Mall Arterial  



Albany, NY 12242  

  

버펄로  

Walter J. Mahoney 주립청 빌딩(Walter J. Mahoney State Office Building)  

65 Court Street  

Buffalo, NY 13202  

  

시러큐스  

John Hughes 상원의원 주립청 건물(Senator John Hughes State Office Building)  

333 East Washington Street  

Syracuse, NY 13202  

  

바하마 영사관에서 제공하는 뉴욕의 추가 기부소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하마 하우스(Bahamas House)  

231 East 46th Street  

New York, NY 10017  

 

Adam Clayton Powell Bldg  

163 West 125th Street  

New York, NY 10027  

  

뉴 커버넌트 도미니언 대성당(New Covenant Dominion Cathedral)  

1175 Boston Road  

Bronx, NY 10456  

  

뉴 커버넌트 도미니언 교회(New Covenant Dominion Church)  

3601 Eastchester Road  

Bronx, NY 10469  

  

메모리얼 장로교회(Memorial Presbyterian Church)  

189 Babylon Turnpike  

Roosevelt, NY 11575  

  

연합 감리교 교회(United Methodist Church)  

125-22 150th Street  

South Ozone Park, NY 11436  

  

바하마 영사관(Bahamian Consulate)에서 권장하는 파트너 단체  

바하마 관계자는 다음과 같은 비영리 자선 단체에 금전적 기부를 할 것을 권장합니다.  

  



더 하바마스 휴매인 소사이어티(The Bahamas Humane Society)  

바하마 국립 신탁(Bahamas National Trust)  

그랜드 바하마 어린이의 집(Grand Bahama Children's Home)  

헝거 포 핸즈(Hands For Hunger)  

렌드 어 핸드 바하마스(Lend a Hand Bahamas)  

이스트 나소 로타리 클럽(The Rotary Club of East Nassau)  

더 바하마 어린이 비상 호스텔(The Bahamas Children's Emergency Hostel) - 1 242-361-

4124  

바하마 적십자사(The Bahamas Red Cross Society)  

바하마 적십자사-아바코(The Bahamas Red Cross Society-Abaco)  

바하마 적십자사-그랜드 바하마(The Bahamas Red Cross Society-Grand Bahama)  

헤드노울스(HeadKnowles)  

YMCA 그랜드 바하마로 YMCA 그랜드 바하마 무역(YMCA Grand Bahama Trading as 

YMCA Grand Bahama)  

  

필요한 허리케인 도리안 구호 보급품  

드라이 스프  

국수  

크래커  

쌀  

모듬 쿠키  

땅콩 버터  

잼  

연유  

고기 통조림  

생선 통조림  

주스  

레몬 주스  

설탕  

드라이 시리얼(모듬)  

물티슈(개별 포장)  

기저귀(다양한 사이즈)  

베이비 밀크(캔/모듬)  

아기 시리얼(모듬)  

페디아슈어  

인슈어  

글루체나  

여성용 위생 용품  

휴지  

키친타월  

https://protect2.fireeye.com/url?k=a390a32b-ffb4a262-a3925a1e-0cc47aa8d394-ec4e79eba2261eeb&q=1&u=http%3A%2F%2Fwww.bahamashumanesociety.com%2F
https://protect2.fireeye.com/url?k=febdc79c-a299c6d5-febf3ea9-0cc47aa8d394-da01572e5821b8b4&q=1&u=https%3A%2F%2Fbnt.bs%2F
https://protect2.fireeye.com/url?k=5ba190cd-07859184-5ba369f8-0cc47aa8d394-242af4334a23bf06&q=1&u=https%3A%2F%2Fwww.gbchildrenshome.com%2F
https://protect2.fireeye.com/url?k=d79473f7-8bb072be-d7968ac2-0cc47aa8d394-8e11465bc78542e7&q=1&u=https%3A%2F%2Fwww.handsforhunger.org%2F
https://protect2.fireeye.com/url?k=8dfac10a-d1dec043-8df8383f-0cc47aa8d394-99c20ef14dbc7491&q=1&u=http%3A%2F%2Fwww.lendahandbahamas.org%2F
https://protect2.fireeye.com/url?k=17eef71e-4bcaf657-17ec0e2b-0cc47aa8d394-b8c8352d11610701&q=1&u=https%3A%2F%2Fwww.rcen.org%2F
https://protect2.fireeye.com/url?k=a855c7af-f471c6e6-a8573e9a-0cc47aa8d394-da9e07fd03e8bdd1&q=1&u=https%3A%2F%2Fwww.google.com%2Fsearch%3Fclient%3Dsafari%26rls%3Den%26q%3Dbahamas%2Bemergency%2Bhostel%2Bbahamas%26ie%3DUTF-8%26oe%3DUTF-8
https://protect2.fireeye.com/url?k=a855c7af-f471c6e6-a8573e9a-0cc47aa8d394-da9e07fd03e8bdd1&q=1&u=https%3A%2F%2Fwww.google.com%2Fsearch%3Fclient%3Dsafari%26rls%3Den%26q%3Dbahamas%2Bemergency%2Bhostel%2Bbahamas%26ie%3DUTF-8%26oe%3DUTF-8
https://protect2.fireeye.com/url?k=4a1495b5-163094fc-4a166c80-0cc47aa8d394-ce606973ddb63f33&q=1&u=https%3A%2F%2Fbahamasredcross.org%2F
https://www.gofundme.com/f/headknowles-emergency-funds
https://protect2.fireeye.com/url?k=0601cb4e-5a25ca07-0603327b-0cc47aa8d394-96980ee9c1ee4e21&q=1&u=https%3A%2F%2Fwww.ymcabahamas.com%2F
https://protect2.fireeye.com/url?k=0601cb4e-5a25ca07-0603327b-0cc47aa8d394-96980ee9c1ee4e21&q=1&u=https%3A%2F%2Fwww.ymcabahamas.com%2F


방충 비누  

바셀린  

표백제  

세제  

  

도리안 피해자를 위한 뉴욕의 지속적인 지원  

이것은 허리케인 도리안(Hurricane Dorian)에 의해 피해를 받은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가장 최근의 노력입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주지사는 플로리다로 파견된 경력이 있는 

25인으로 구성된 국토안보 및 응급서비스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의 사건 처리팀(Incident Management Team)을 비롯해 노스 

캐롤라이나로 파견된 경력이 있는 뉴욕주 화재 예방 및 통제청(State Office of Fire 

Prevention and Control)과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소속의 수해 구조 요원 34명 등 응급 임무를 지원하기 위한 특수 인력을 파견했습니다. 

허리케인으로 인한 이러한 지역의 피해가 예상보다 적어 모든 파견 인원은 뉴욕으로 

돌아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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