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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푸에르토리코에 대단히 중요한 의료 보급품 및 준비된 의료 인력 배치 

발표  

  

오늘 뉴욕을 떠나는 뉴욕 의료 서비스 단체, 노동 조합, 기업 등이 기부한 의료 보급품을 

실은 비행기  

  

Rosselló 주지사의 요청에 따라, 뉴욕 의료 공동체의 전문가들 파견  

  

Cuomo 주지사, 푸에르토리코 전 지역에 기부된 물품 운반 및 분배를 위해 유니세프 

USA(UNICEF USA) 및 UPS와 파트너십 체결 발표  

  

주지사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구호 및 복구 활동(Governor's Empire State Relief and 

Recovery Effort) 프로그램에 기반한 조치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푸에르토리코 주민들이 중요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응급 의료용품을 배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Ricardo Rosselló 주지사님의 요청에 따라, Cuomo 주지사님은 푸에르토리코에 파견할 

준비가 되어 있는 100 명 이상의 의료 인력으로 구성된 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푸에르토리코 주민들의 복구 및 재건을 돕기 위해 시민, 기업, 산업계 

파트너들을 한 군데로 모으는 프로그램인 푸에르토리코를 위한 주지사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구호 및 복구 활동(Governor's Empire State Relief and Recovery Effort for 

Puerto Rico)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Cuomo 주지사는 푸에르토리코 지역사회에 대단히 필요한 구호 물품을 전달하기 

위해 유니세프 USA(UNICEF USA) 및 UPS와 협력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 

UPS는 뉴욕주 전 지역의 뉴욕 주민들이 기부한 10만 병이 넘는 생수를 배송합니다. 

유니세프 USA(UNICEF USA)는 또한 정수용 정제, 물통, 비누, 치약, 세제, 생리대 등을 

포함한 기본 위생 용품을 약 6만 명의 사람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비상 보급품 키트를 

운반할 예정입니다.  

  

https://www.ny.gov/empire-state-relief-and-recovery-effort-puerto-rico/empire-state-relief-and-recovery-effort-puerto#_blank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허리케인 마리아(Hurricane Maria)의 여파 

속에서 대자연이 끼칠 수 있는 피해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저희는 지원 및 구호 물품을 

지속적으로 푸에르토리코의 동료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파트너십을 통해, 

저희는 복구 및 재건 과정 중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푸에르토리코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배송되는 의료 보급품은 다음과 같은 푸에르토리코의 특정 병원 및 지역사회 보건 

단체 등에 보내질 것입니다. (i) 푸에르토리코 섬의 최대 공급자인 푸에르토리코 의료 

서비스 관리국(Administración de Servicios Médicos de Puerto Rico), (ii) 센트로 

메디코의 산후안 소재 대학 소아과 병원(University Pediatric Hospital), (iii) Auxilio 

Mutuo 병원 이식 센터(transplant center Hospital Auxilio Mutuo), (iv) 쿨레브러 섬의 

지역사회 보건소. 오늘 배송하는 보급품에는 수천 개의 백신 및 항생제, 기본 응급 처치 

의료용품, 산소마스크, 봉합 장비, 알코올 패드, 주사기, 붕대, 분무기, IV 카테터, 

외과수술용 칼 등과 같은 응급 의료 및 외과 수술 용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임무는 통합 유대인 협회 뉴욕 연맹(UJA (United Jewish Appeal)-Federation of New 

York), Afya 재단(Afya Foundation), 그레이터 뉴욕 병원 협회(Greater New York 

Hospital Association, GNYHA), 서비스 종업원 국제 연합 1199 지부(1199 Service 

Employees International Union, SEIU), 뉴욕주 간호사 협회(New York State Nurses 

Association, NYSNA), 골든 트리 자산 관리사(Golden Tree Asset Management) 등의 

수고를 아끼지 않은 활동으로 가능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그레이터 뉴욕 병원 협회(GNYHA)와 용커스 기반의 비영리 단체인 Afya 

재단(Afya Foundation)은 비에케스 섬의 Susana Centeno 병원(Hospital Susana 

Centeno)과 산후안 소재 대학 소아과 병원(University Pediatric Hospital)에 주사기, 

5,000 회 이상 사용 가능한 백신, 파상풍, 감염, 당뇨병, 진통제 등과 같은 의약품, 기초 

응급 처치 의료용품,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약품, 봉합 키트 등이 포함된 최초의 

구호 물품을 보냈습니다. 주정부는 앞으로 몇 주 안에 추가로 약 50만 달러 규모의 

대단히 중요한 보급품을 보낼 예정입니다.  

  

또한 Ricardo Rosselló 주지사의 요청으로, Cuomo 주지사는 그레이터 뉴욕 병원 

협회(Greater New York Hospital Association), 뉴욕주 의료 서비스 협회(Healthcare 

Association of New York State), 뉴욕주 커뮤니티 의료 서비스 협회(Community Health 

Care Association of New York State, CHCANYS) 등과 푸에르토리코에 100명 이상의 

뉴욕 의료 전문가들을 파견하기 위한 준비에 합의했습니다.  

  

의료 지원팀에는 의사, 보조 의사, 간호사, 임상 간호사 등이 포함됩니다. 이 팀은 의료 

대피소 및 병원에서 일반적인 의료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의료 연락팀(Health 

liaison team)은 모든 보호 시설의 치료에 필요한 필수용품 및 보급품을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 병원과 응급 수술 센터(emergency operation center)에서 일하게 

됩니다. 배치될 경우, 모든 자원 봉사자들은 자연 재해 및 인재가 발생한 기간 동안 

자원을 공유하기 위해 주 및 준주 간의 상호 지원 협정(mutual aid agreement)인 비상 



 

 

관리 지원 협정(Emergency Management Assistance Compact)를 통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뉴욕주는 자원 봉사자들에게 근로자 보상 수당(workers compensation 

benefits)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 제안은 Rosselló 주지사 팀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의료 수요를 평가하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보건부(Health Department)의 커미셔너인 Howard Zucker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언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고통받고 있으며 가장 기본적인 생필품조차 

구하지 못하고 있는 푸에르토리코의 우리 동료 미국인들은 급증하고 있는 공중 보건 

상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의 지시에 따라, 뉴욕주는 현재 생존을 

위해 도움이 필요한 현지 사람들에게 필수 의료용품을 서둘러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욕은 우리의 의료 서비스 기관 및 비즈니스 공동체와의 협력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바 최선을 다해 지원해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레이터 뉴욕 병원 협회(Greater New York Hospital Association, GNYHA)의 

Kenneth E. Raske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푸에르토리코와 다른 섬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비극은 모든 뉴욕 주민들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계는 피해를 입은 친지 가족들을 도울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레이터 뉴욕 병원 협회(GNYHA)는 절망적인 상황에 꼭 필요한 의약품 

공급과 저희 회원 병원 및 파견될 준비가 되어있고 직접 의료 처치가 가능한 의료팀을 

발굴하기 위한 시스템과의 협력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구호 활동의 최전선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 병원 공동체는 이 인도주의적 위기에 대한 결정적인 

대응에 대해 Cuomo 주지사님과 서비스 종업원 국제 연합 1199 지부(1199SEIU) 및 

뉴욕주 간호사 협회(NYSNA)의 우리 동료들에게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 구호 

임무를 실천하는 데 있어 훌륭한 파트너가 되어 주신 Afya 재단(Afya Foundation) 및 

통합 유대인 협회-뉴욕 연맹(UJA-Federation of New York)에 똑같이 감사드립니다.”  

  

통합 유대인 협회-뉴욕 연맹(UJA-Federation of New York)의 Mark Medin 집행 

부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푸에르토리코의 고통을 덜기 위해 지원을 시작한 

첫날부터 보여주신 리더십과 구호 활동에 대해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자원과 지역사회를 하나로 연결하여 유대인의 가치를 구현하려는 통합 유대인 협회-

연맹(UJA-Federation)의 공약을 반영하면서, 저희는 또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의료용품을 전달하는 데 저희를 도와주신 그레이터 뉴욕 병원 

협회(GNYHA) 및 Afya 재단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대신하여 푸에르토리코에서 

도움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물품을 전달하기 위해 이 지역의 푸에르토리코 

유대인 공동체와 협력하고 있는 것에 저희는 자부심을 느낍니다.”  

  

뉴욕주 건강 보험 협회(Healthcare Association of New York State, HANYS)의 Bea 

Grause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의 병원들은 대규모 허리케인의 폐해에 대해 

직접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푸에르토리코 소재 병원들의 인력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 매일 지칠 줄 

모르고 근무하고 있는 병원의 의사, 간호사, 기타 수많은 직원들은 푸에르토리코의 동료 

시민들을 위해 똑같은 일을 하게 되어 기뻐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건강 보험 

협회(HANYS)는 이러한 구호 활동에 협력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뉴욕주 커뮤니티 의료 서비스 협회(Community Health Care Association of New York 

State)의 Rose Duhan 회장 겸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커뮤니티 의료 

서비스 협회(CHCANYS)와 뉴욕의 지역사회 보건소(community health center)들은 

푸에르토리코 주민들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뉴욕의 지역사회 

보건소(community health center) 직원과 환자들은 푸에르토리코와 연대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커뮤니티 의료 

서비스 협회(CHCANYS)는 주지사님이 주도하는 구호 활동에 뉴욕의 의료 서비스 

공동체 구성원들과 함께 참여하게 되어 자부심을 느낍니다.”  

  

Afya 재단(Afya Foundation)의 Danielle Butin 사무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시기에 푸에르토리코의 의료 서비스 공동체에 필수적인 의료용품을 전달하기 

위해 Cuomo 주지사님, 그레이터 뉴욕 병원 협회(Greater New York Hospital 

Association), 통합 유대인 협회-뉴욕 연맹(UJA-Federation of New York) 등과 협력하게 

된 것이 대단히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기간 동안 이러한 협력 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입니다.”  

  

뉴욕주 간호사 협회(New York State Nurses Association, NYSNA)의 Jill Furillo 

사무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폐허가 된 푸에르토리코의 비참한 현실에 우리는 계속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극의 기간 내내, 우리 간호사들을 비롯한 뉴욕 

주민들이 모여 도움이 필요한 우리 형제자매들을 지원하기 위해 나서는 것을 보는 것 

또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기부 물품에서부터 물품 포장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시간을 

쏟아부으며 푸에르토리코를 위해 자원봉사로 일하면서, 뉴욕의 간호사들은 이 위기 

기간 내내 매일 자신의 직장에서 보여준 것과 동일한 헌신과 연민의 자세를 

보여주었습니다.”  

  

1199서비스 종업원 국제 연합(1199 Service Employees International Union, 

SEIU)의 Maria Castaneda 회계 담당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푸에르토리코에 있는 

우리 동료 미국인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 위기는 가슴이 찢어지게 아픈 현실입니다. 

역경에 처했을 때 서로를 돌보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하나로 묶고 

1199 지부의 회원들이 공유하는 핵심 이념입니다. 우리는 허리케인 마리아(Hurricane 

Maria)의 여파 속에서 구호 및 복구 활동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봉사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Cuomo 주지사님 및 모든 뉴욕 주민들과의 연대에 동참합니다. 1199 지부를 

대표하여, 저희는 푸에르토리코와 연대하고 있습니다. 섬이 치유되고 이전보다 강해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다할 예정입니다.”  

  



 

 

유니세프(유엔 아동 기금,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UNICEF) USA의 Caryl M. 

Stern 대표 겸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폐허가 된 푸에르토리코를 위해 우리 

모두 각자의 역할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유니세프 USA(UNICEF USA)는 여기 이 지역 

및 전 세계 어린이들의 안위를 우선시하는 저희 단체의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니세프 USA(UNICEF USA)는 푸에르토리코에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어린이와 가족들에게 필요한 구호 물품을 전달하기 위해 우리의 오랜 파트너인 UPS 및 

주지사 팀과 힘을 합치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Eduardo Martinez, UPS 재단(The UPS Foundation)의 대표 겸 UPS의 다양성 및 포용 

수석 담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푸에르토리코에서 파괴된 주요 인프라를 복구하는 

복잡한 과정을 통해, 이와 같은 공공-민간 파트너십은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 및 물품을 

공급할 수 있는 중요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Cuomo 주지사님과 유니세프 

USA(UNICEF USA)의 비전과 신속한 조치에 감사드립니다. UPS는 복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당사의 항공 및 지상 자원을 배치하여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푸에르토리코 구호 및 재건 기금  

  

Cuomo 주지사는 뉴욕 커뮤니티 신탁회사(New York Community Trust)에 푸에르토리코 

구호와 재건 기금을 설립하기 위하여 뉴욕시, 시의 주요 기업 단체와의 파트너십을 

조성하여 푸에르토리코의 지역 자선단체가 가장 도움이 필요한 가구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허리케인 마리아가 조성한 피해로부터의 복구와 재건을 도울 수 있게 합니다. 

업계에는 최소 1만 달러의 기금과 그에 상당한 현물 기부를 요청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뉴욕은 주 방위군 현병 107 명, 주 방위군 병사 60 명, 블랙호크 헬리콥터 4 대, 

70 명이 넘는 항만청(Port Authority) 직원, 50 명이 넘는 뉴욕주 경찰관, 뉴욕 

전력청(New York Power Authority) 전문가 20명,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의 드론 조종사 2 명을 배치했습니다. 또한 뉴욕은 

현재까지 생수 25,000 병, 통조림 제품 4,000 개, 아기 물티슈 17,000 팩, 기저귀 4,000 

팩, 발전기 10 대 등을 이 섬에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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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에르토리코를 위한 주지사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구호 및 피해 복구 활동 

웹페이지(Governor's Empire State Relief and Recovery Effort for Puerto Rico 

webpage) 를 방문하여 확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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