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년 9월 29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뉴욕주 경찰 병력, NYPA 직원, 항만청 비상 인력을 푸에르토리코에 추가 

파견하여 진행 중인 뉴욕주 구호 및 피해 복구 활동을 지원할 것을 발표  

 

항만청 긴급 구조 인력 72명, 조직적 복구 활동 지원  

  

경찰 병력 53명이 배치되어 경계 작전 지원  

  

송전 및 발전 전문가 10명 및 프로젝트 관리자가 배치되어 푸에르토리코의 전력 복구 

활동 지원  

  

롱아일랜드, 필수 의료 용품 및 의약품 첫 수송  

  

푸에르토리코로 향하는 경찰 병력과 NYPA 직원의 사진은 여기에서 확인 가능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구호 및 피해 복구 활동(Empire State Relief 

and Recovery Effort)을 통해 푸에르토리코에 인력 및 의료 용품을 추가로 배치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주정부는 오늘 아침 출발한 5개 선발 팀에 이어, 비상관리국(Office of 

Emergency Management)과 항공국, 항만국 및 경찰국으로부터 차출된 항만청 인력 

72명을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Cuomo 주지사는 경계 작전을 지원할 53명의 뉴욕주 

경찰국 병력을 배치하고 뉴욕 전력청(New York Power Authority)의 전문가 10명을 추가 

파견하여 푸에르토리코 정부가 진행 중인 전력 복구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뉴욕주가 마련한 중요 의약품 및 의료 용품이 리퍼블릭 공항(Republic Airport)에서 

산후안, 비에케스 및 쿨레브라로 출발하였습니다.  

  

이번 배치는 푸에르토리코를 위한 주지사의 뉴욕주 구호 및 피해 복구 활동의 

일환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복구 매 단계마다 푸에르토리코 주민과 

연대할 것이며, 전문가 및 자원 지원으로 형제 자매들의 재건을 돕고 안전을 유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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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국민의 요청에 응답한 훌륭한 뉴욕 주민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이들의 봉사에 감사드립니다.”  

 

항만청 긴급 구조 인력  

  

뉴욕뉴저지항만청(Port Authority of New York and New Jersey)은 푸에르토리코를 

지원하기 위해 77명의 긴급 구조 팀과 장비를 배치하였습니다. 팀은 제한된 식량 및 섬 

주민들을 위한 기타 자원을 절약하기 위해 완전한 자급자족 형태로 운영됩니다. 항만청 

항공국 인력은 산후안 국제 공항(San Juan International Airport)의 

상응청(counterparts)과 항공기 운항이 중단된 기타 공항을 지원할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항만청 항만국 직원은 산후안 항만의 피해 평가를 지원하여 선박 산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항만청 경찰국은 경찰관을 배치하여 보안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항만청 비상관리국(Office of Emergency Management)은 지원 장비와 직원을 

파견하여 지원합니다.  

  

주 경찰  

  

뉴욕주 경찰국은 경계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병력 53명을 배치하였습니다. 임무 

우선순위에는 물자와 연료 보호, 가장 필요한 주민에게 자원이 분배되도록 공급망을 

확보하는 작업이 포함됩니다.  

  

뉴욕 전력청 전문가  

  

NYPA 팀은 현재 푸에르토리코에 배치된 NYPA 기술자들에 합류하게 되며, 이들은 

푸에르토리코 전력청(Puerto Rico Electric Power Authority, PREPA)이 감독하는 긴급 

대응 팀에 파견되어 있습니다. 신규 인력 10명은 송전소, 발전소, 변전소, 공공 물류, 

프로젝트 관리, 건설 및 전력 시스템 여자(Power system energization)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NYPA 팀은 미 육군 공병대 및 PREPA와 직접 공조하여 손상된 전기 

시스템 복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는 또한 미국 공공 전력 협회(American Public 

Power Association) 및 미 본토의 전력 하위부문 조정 위원회(Electricity Subsector 

Coordinating Council)와의 필수 유틸리티 상호 지원 프로세스를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인력이 충원된 푸에르토리코 NYPA 팀은 현재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드론 조종사 2명뿐만 아니라, 에너지 및 건설 물류 전문가 

20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의료용품  

  

그레이터 뉴욕 병원 협회(Greater New York Hospital Association, GNYHA)와 잉여 의료 

용품을 수집 및 지원하여 전 세계의 인도주의적 활동과 보건 위기를 지원하는 용커스 

기반 비영리단체인 Afya 재단(Afya Foundation)의 협력으로, 금요일 아침 리퍼블릭 

공항에서 출발한 첫 번째 지원품이 비에케스 섬에 위치한 Hospital Susana Centeno, 

http://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departs-new-york-puerto-rico-provide-emergency-goods-and-services-official#_blank


산후안에 위치한 University Pediatric Hospital 및 쿨레브라 섬에 위치한 의료 커뮤니티에 

우선적으로 지원됩니다. GNYHA는 주사기와 파상풍, 감염, 당뇨병 관리 및 통증 완화와 

같은 증상용 백신 및 의약품 5,000개 이상을 기부하였습니다. Afya가 기증한 기타 의료 

용품에는 기본 응급 처치 키트,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 및 봉합 키트가 

포함되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구호 및 복구 작업의 공동 회장을 맡은 여성 국회의원 Nydia M. 

Velázquez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시와 푸에르토리코 섬은 불가분의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님께서는 뉴욕시의 자원을 동원하여 시간 단위로 일어나는 

문제에 대응해 심각한 인도주의적 위기를 해결하셨습니다. 긴급 구조 인력과 보급을 

늘려 섬의 전기 보급망에 꼭 필요한 수리를 진행한 주지사님의 최근 조치에 찬사를 

보냅니다. 뉴욕주 구호 및 피해 복구 활동(Empire State Relief and Recovery Effort) 공동 

의장으로서, 푸에르토리코가 온전히 복구될 때까지 정부의 모든 차원에서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구호 및 복구 작업의 공동 회장을 맡은 하원의원 Marcos Cresp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주민은 언제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의 편에 섭니다. Cuomo 

주지사님의 리더십 덕분에, 푸에르토리코의 형제 자매들을 돕기 위해 필요한 수많은 

중요 자원을 계속 지원해 왔습니다. 허리케인 마리아(Hurricane Maria)의 피해를 

복구하는 일은 길고 지난한 과정이지만. 뉴욕 주민들은 매 순간 이들과 연대할 것입니다.”  

 

브롱크스 자치구의 Ruben Diaz Jr. 자치구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에케스 섬의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의료 용품을 지원하는 것은 매우 반가운 소식입니다. 기부금을 

지원해 주신 GNYHA, 항공편을 지원해 주신 Afya 재단(Afya Foundation), 지원이 

가능하도록 힘써 주신 Cuomo 주지사님과 주지사실에 감사드립니다. 푸에르토리코는 

어떠한 도움이든 필요한 상황입니다. 섬이 도움이 절실한 때 지원해 주신 모든 곳에 

감사드립니다.”  

  

Rick Cotton 항만청 상임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푸에르토리코의 현장은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으며, 복구를 돕기 위해 Cuomo 주지사님의 대규모 긴급 대응 팀의 

일원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항공국, 항만국, 경찰국 및 비상관리국 직원은 

비극적인 사건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연방국의 상응청(counterparts)과 주민을 돕기 위해 

각 분야의 풍부한 전문 지식을 제공할 것입니다.”  

  

주립 경찰(State Police)의 George P. Beach II 경찰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찰 

병력은 가까운 곳이든 먼 곳이든 언제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푸에르토리코에서 허리케인 마리아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웃과 

친구를 도우며 맡은 바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Gil C. Quiniones 뉴욕 전력청(New York Power Authority, NYPA) 청장 겸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력청은 허리케인 마리아의 여파로 심각하게 



황폐화된 푸에르토리코의 주민을 돕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지난주, 주지사님과 

푸에르토리코를 시찰하는 동안, 섬 전체가 파괴된 현장과 피해를 보며 비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NYPA 기술자는 PREPA 전기 시스템에 매우 익숙합니다. 이는 뉴욕주 전력 

시스템과 매우 유사하므로, 이들의 전문성이 현장에서 상당히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확신하며, 연방 및 지역 파트너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푸에르토리코의 전력 시스템을 

복구해 나갈 것입니다.”  

 

Lee H. Perlman 그레이트 뉴욕주 병원 벤처 협회(Greater New York Hospital 

Association Ventures)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의 의료 커뮤니티는 

푸에르토리코를 돕기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럴 수 있더라도, 

GNYHA의 역량으로 절실히 필요한 의약품 및 기타 의료 용품을 즉각적, 효율적으로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푸에르토리코의 의료 커뮤니티를 돕는다는 사명을 띤 Cuomo 

주지사님과 Afya 재단(Afya Foundation)과 협업하게 되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추가 임무를 위해 보다 많은 의료 용품을 확보하기를 기대합니다.”  

  

Afya 재단(Afya Foundation) 창립자 겸 상무이사 Danielle Butin, MPH, OTR은 이렇게 

말했습니다:“푸에르토리코의 의료 커뮤니티를 대표하여 Cuomo 주지사님 및 GNYHA와 

협력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수년 간 전 세계의 위기에 대응해 온 Afya의 

경험과 푸에르토리코에 대한 주지사님의 깊은 헌신, GNYHA의 의료 용품 확보 역량을 

결합시킴으로써 말 그대로 수백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푸에르토리코에서 진행 중인 복구 및 구호 활동과 지원 방법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푸에르토리코를 위한 주지사의 뉴욕주 구호 및 피해 복구 활동 웹페이지(Governor's 

Empire State Relief and Recovery Effort for Puerto Rico webpage)를 방문하여 

확인하세요.  

 

뉴욕 전력청(NYPA)은 16 대의 발전 설비와 송전선 회로 1,400 마일 이상을 운영하는 

미국 최대 규모의 주립 공공 전력 기관(state public power organization)입니다. NYPA가 

생산하는 전기의 70% 이상은 깨끗하고 재생 가능한 수력입니다. NYPA은 세금 또는 

국가 신용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전기의 판매를 통해 큰 부분 적립한 채권과 수익의 

판매를 통해 운영을 합니다. 보다 상세한 정보를 위해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www.nypa.gov 그리고 다음 계정에서 저희를 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Twitter @NYPAenergy, Facebook, Instagram, Tumblr 및 Linked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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