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8년 9월 20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허리케인 마리아(HURRICANE MARIA)가 푸에르토리코를 덮친 후 

자원과 구호품 제공을 하지 않은 TRUMP 대통령과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임 

발표  

  

주지사, 뉴욕으로 피난한 푸에르토리코인들을 돕기 위한 노력 이끌어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이 일 년 전 오늘 상륙한 허리케인 

마리아(Hurricane Maria)에 대한 연방 정부의 부끄러운 대응에 영향을 받고 뉴욕으로 

피난한 푸에르토리코인들을 식별하기 위해 국가 시민권 단체인 라티노 저스티스(Latino 

Justice)와 협력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주는 뉴욕으로 피난한 푸에르토리코인 

중 Trump 대통령과 연방 정부를 고소할 때 원고 역할을 할 몇 명을 식별했습니다. 이는 

대통령과 연방 정부가 이 비극적인 상황에 섬에 서비스와 자원을 제공하지 않고 차별적 

대우를 한 것에 대한 고소입니다. 이 파트너십은 주의 노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원고가 될 

가능성이 있는 몇 명은 주지사가 오늘 아침 연설했던 추모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을 강타한 태풍 중 가장 비극적이었던 태풍의 

일 주기가 되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Trump 대통령이 푸에르토리코인들을 잊었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이 나라에는 2등 시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부가 플로리다와 

텍사스 재해에는 대응하고 기본 필수품도 없는 푸에르토리코의 우리 동료 미국인들을 

등지며 노골적인 차별 대우를 한 것을 목격했습니다. 우리 연방 정부는 이렇게 

비도덕적이고 부끄러운 조치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소송으로 우리는 부당한 

대우를 받은 이들을 위해 정의를 실현하고 섬이 재건하고 회복하여 전에 없이 튼튼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푸에르토리코인들을 지원할 것입니다.”  

  

오늘 행사에 참석한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작년 허리케인 

마리아(Hurricane Maria)의 피해 이후 푸에르토리코에서 온 동료 시민들이 뉴욕에서 

회복과 안전을 보장 받도록 돕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풍 후 구호 조치가 터무니없이 

부족했던 Trump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라티노 저스티스(Latino 

Justice)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뉴욕은 우리 형제 자매들의 편에서 피해를 입은 



 

 

가족들에게 계속해서 영향을 주는 연방 정부의 빈약한 지원 및 보호에 대항하고 

있습니다.”  

  

허리케인 마리아(Hurricane Maria)는 그 여파로 약 3,000명이 사망했다는 보고가 계속 

나오며 미국 역사상 가장 치명적이었던 허리케인이 되었습니다. Trump 대통령은 이 

문제를 정치화하고 이러한 보고를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Trump 대통령은 

허리케인 마리아(Hurricane Maria)에 대한 연방 정부의 대응을 “칭송받지 못한 

성공”이라고 부른 후, 허리케인이 남긴 참사를 깨닫거나 섬의 회복을 돕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지 못하며 그렇게 하기도 싫은 것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이번 달 초, 주지사는 처음에 텍사스를 덮친 허리케인 하비(Hurricane Harvey)와 

푸에르토리코, 기타 지역을 파괴한 허리케인 마리아(Hurricane Maria)에 대한 연방의 

대응과 시민들에 대한 대책에서 드러난 명확한 차별에 근거하여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 제기를 이끌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 차별은 다음과 같습니다.  

  

• 3주간의 기다림: 피해자들을 구하고 긴급 물자를 수송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연방 

헬리콥터가 푸에르토리코로 출동하기까지 최소 3주가 걸렸습니다. 그에 반해 미 

북부 사령부(U.S. Northern Command) 헬리콥터 73대는 허리케인 

하비(Hurricane Harvey) 이후 6일 내에 휴스턴으로 갔습니다.  

• 자금 부족: 허리케인이 오고 9일 후 미국연방 재난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은 하비(Harvey) 희생자 개별 지원을 위해 1억 

4,180만 달러를 승인했습니다. 반면 마리아(Maria) 희생자를 위해서는 620만 

달러를 승인했습니다.  

• 식료품 및 물 부족: 하비(Harvey)가 오고 9일 동안 미국연방 재난관리청(FEMA)은 

휴스턴에 식료품 510만 개, 물 450만 리터, 방수포 20,000개 이상을 

제공했습니다. 같은 기간 미국연방 재난관리청(FEMA)은 푸에르토리코에 식료품 

160만 개, 물 280만 리터, 방수포 약 5,000개를 제공했습니다.  

• 희박한 자원: 하비(Harvey)가 오고 9일 후 연방 정부는 휴스턴 지역에 30,000명의 

비상 대응 인력을 배치했으며 마리아(Maria) 이후에는 같은 시점에 10,000명을 

배치했습니다. 추가로 미국연방 재난관리청(FEMA)은 텍사스에 영구 재난 작업을 

승인하는 데 10일이 걸렸고 푸에르토리코는 43일이 걸렸습니다.  

• 승인되지 않은 구호: 각 허리케인이 오고 78일 이후 미국연방 

재난관리청(FEMA)은 하비(Harvey) 희생자 구호용 연방 신청서 중 39퍼센트를 

승인했습니다. 마리아(Maria) 희생자용은 28퍼센트를 승인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고향을 떠나 뉴욕에서 거주하고 있는 11,000 명이 넘는 허리케인 

마리아(Hurricane Maria)의 피해자들을 위해 1,300만 달러 이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노력의 일환으로 200만 달러의 초기 투자금은 취약한 푸에르토리코 주민을 고용, 

주택, 복지 상담, 건강보험 등과 같은 필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원하는 제휴 단체에 

전달됩니다. Cuomo 주지사는 또한 피난한 푸에르토리코인들을 위한 주택 및 인력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lead-effort-file-lawsuit-against-president-trump-and-federal-government-failure


 

 

기금에 최대 1,100만 달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난한 푸에르토리코인들에게 

강력한 사례 관리 서비스에 100만 달러를 제공하며 직업 훈련 및 취업에 최대 1,000만 

달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6월, 주지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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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에게 거주민(in-state) 학비를 연장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거주민 학비 승인 연장으로 푸에르토리코와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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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들이 자연재해 피해에서 복구하는 부담을 덜게 되었습니다. 2017-2018학년도에 

255명의 뉴욕 시립 대학교(CUNY) 칼리지 피난 학생들은 거주민 학비율을 

이용했습니다. 뉴욕 주립 대학교(SUNY) 전역의 2018년 가을학기 등록 정보는 아직 

이용이 불가능하나, 2017-2018학년도에 허리케인 어마(Hurricane Irma)와 

마리아(Hurricane Maria)를 피해 푸에르토리코에서 피난한 137명의 대학생이 

등록했으며 거주민 학비율을 이용했습니다.  

  

뉴욕주에서 진행 중인 푸에르토리코 지원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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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에르토리코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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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지사는 고향을 떠나 뉴욕에서 거주하고 있는 11,000 명이 넘는 허리케인 

마리아(Hurricane Maria)의 피해자들을 위해 1,300만 달러 이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노력의 일환으로 200만 달러의 초기 투자금은 취약한 푸에르토리코 주민을 고용, 

주택, 복지 상담, 건강보험 등과 같은 필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원하는 제휴 단체에 

전달됩니다. Cuomo 주지사는 또한 피난한 푸에르토리코인들을 위한 주택 및 인력 

기금에 최대 1,100만 달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난한 푸에르토리코인들에게 

강력한 사례 관리 서비스에 100만 달러를 제공하며 직업 훈련 및 취업에 최대 1,000만 

달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달 초, Cuomo 주지사는 뉴욕으로 피난한 푸에르토리코인들을 위해 뉴욕이 앞장 서 

허리케인 마리아(Hurricane Maria)의 피해에 적절히 대응하거나 원조를 제공하지 않은 

Donald Trump 대통령과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 제기를 이끌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6월, 주지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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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에게 거주민(in-state) 학비를 연장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거주민 학비 승인 연장으로 푸에르토리코와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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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들이 자연재해 피해에서 복구하는 부담을 덜게 되었습니다. 2017-2018학년도에 

255명의 뉴욕 시립 대학교(CUNY) 칼리지 피난 학생들은 거주민 학비율을 

이용했습니다. 뉴욕 주립 대학교(SUNY) 전역의 2018년 가을학기 등록 정보는 아직 

이용이 불가능하나, 2017-2018학년도에 허리케인 어마(Hurricane Irma)와 

마리아(Hurricane Maria)를 피해 푸에르토리코에서 피난한 137명의 대학생이 

등록했으며 거주민 학비율을 이용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여름 내내 진행된 뉴욕과 연대하는 푸에르토리코 재건 및 재건축 

계획(NY Stands with Puerto Rico Recovery and Rebuilding Initiative)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여름 내내 650명 이상의 뉴욕 주립 대학교(SUNY)와 뉴욕 

시립 대학교(CUNY) 학생들, 기술 노동 봉사자들은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돕기 위해 

허리케인 마리아(Hurricane Maria)와 어마(Hurricane Irma)의 상륙 후 약 일 년 후에도 

여전히 그 피해를 복구 중인 섬 지역사회로 갔습니다. 다섯 번의 배치 과정 동안 

봉사자들은 주택 청소, 복구, 재건에 약 41,000시간을 쏟았습니다. 10주간 178채를 

복구하여 150채 주택을 보수하려던 목표를 훨씬 초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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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푸에르토리코와 

미국 버진 아일랜드를 위한 주지사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구호 및 피해 복구 활동(Empire 

State Relief and Recovery Effort) 웹페이지를 방문하여 확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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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https://www.ny.gov/empire-state-relief-and-recovery-effort-puerto-rico-and-us-virgin-islands/empire-state-relief-and#_blank
http://www.governor.ny.gov/
mailto:press.office@exec.ny.gov


 

 

 

구독 취소 

 

https://it.cwnls.com/app/itpage.nsf/unsubscribe.xsp?action=unsubscribe&id=1100PRES036AF879A50EC7FB8525830E0060A6EB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