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년 10월 13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푸에르토리코와 미국 버진 아일랜드에서 온 피난민을 맞이하는 신규 

JFK 공항 헬프 데스크 발표  

  

헬프 데스크, JFK의 Delta 터미널 및 JetBlue 터미널에 도착하는 피난민에게 자원 제공  

  

뉴욕주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정보 또는 지원 요청이 필요한 분들은 핫라인  

1-888-364-4901 이용 가능  

  

푸에르토리코와 미국 버진 아일랜드를 위한 주지사의 뉴욕주 구호 및 피해 복구 활동을 

촉진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푸에르토리코와 미국 버진 아일랜드에서 도착하는 

피난민을 맞이하고 뉴욕주 지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의 

새로운 헬프 데스크를 발표하였습니다. 헬프 데스크는 JFK 공항에서 푸에르토리코와 

미국 버진 아일랜드 항공편을 운항하는 두 항공사(Delta 및 JetBlue) 터미널의 수하물 

찾는 곳에 위치합니다. 헬프 데스크에 2개 국어를 구사하는 뉴욕주 직원을 배치하여 

도착한 피난민에게 뉴욕주에서의 권리를 알리고, 이용할 수 있는 지원 서비스 및 자원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규 헬프 데스크는 최근 허리케인의 심각한 

피해 발생 후, 뉴욕주에 도착한 푸에르토리코 주민과 미국 버진 아일랜드 주민에게 필수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지상 자원 허브를 통해, 이들 개인과 가족에게 뉴욕주는 

자국민을 포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이들에게 뉴욕주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모두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리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섬의 첫 번째 항공편 및 마지막 항공편 도착 시간에 맞추어,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 

헬프 데스크에 직원이 배치됩니다. 자격 요건에 따라 이들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 보험 이용  

• 적정 가격 주택  

• 식료품 보충 프로그램  

• 면역 지원  

• 뉴욕주 직업 센터(New York State Career Centers)  

• McKinney-Vento 법 지원을 위한 NYS-TEACHS  

• 여성, 유아 및 어린이를 위한 영양 보충 지원  

• 뉴욕주립대 및 뉴욕시립대 지원  

• 영양보충 지원 프로그램(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 임시 지원  

  

푸에르토리코와 미국 버진 아일랜드 출신으로 교육, 고용, 의료, 주택 및 재정 지원이 

필요한 분들은 뉴욕주 푸에르토리코 및 미국 버진 아일랜드 핫라인 1-888-364-4901로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하실 것을 권합니다. 현재 핫라인은 24시간/주 7일 운영되고 

있으며, 2개 국어를 구사하는 직원이 상담을 지원합니다.  

  

교육  

McKinney-Vento 법에 따라 아동 및 청소년은 학교 기록, 의료 기록, 예방접종 기록 또는 

거주 증명 등의 기록이 없어도 즉시 학교에 등록할 권리가 있습니다. 현재 특수 교육을 

받는 아동들 또한 특수 교육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어린이와 청소년은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도 무료 학교 급식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뉴욕주립대 및 뉴욕시립대는 푸에르토리코와 미국 버진 아일랜드 출신의 피난민 

학생들이 주택을 이용할 수 있고, 뉴욕주 거주자 등록금을 납부할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용  

뉴욕주 직업센터(New York State's Career Centers)는 취업을 원하는 개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수업, 워크샵 및 직업 박람회를 제공합니다. 푸에르토리코 및 미국 버진 아일랜드 

출신 지원자의 구직을 돕기 위해 취업 관련 조언을 제공하거나 일자리를 소개하는 취업 

상담사 서비스도 이용 가능합니다.  

  

의료  

뉴욕주로 이사할 예정인 개인 및 가족은 뉴욕주 의료 보험 마켓플레이스인 NY State of 

Health를 통해 의료 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스페인어를 비롯한 

다양한 언어로 제공됩니다. 아울러,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의료보험이 백신 

접종비를 보장하지 않는 경우, 메디케이드 또는 뉴욕주 아동 건강 플러스 보험 

프로그램(New York State Child Health Plus Insurance Program)에 등록한 경우, 19세 

미만의 아동은 뉴욕주 아동 백신 프로그램(New York State Vaccines for Children 

Program)을 통해 정례적으로 권장되는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suny.edu/suny-news/press-releases/10-2017/10-6-17/puerto-rico-usvi-tuition.html
https://labor.ny.gov/career-center-locator/
https://nystateofhealth.ny.gov/
https://nystateofhealth.ny.gov/
https://www.health.ny.gov/prevention/immunization/vaccines_for_children/
https://www.health.ny.gov/prevention/immunization/vaccines_for_children/


 

 

  

소득 지원 대상 여성은 여성, 유아 및 아동을 위한 영양 보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 서비스는 임부, 모유 수유 여성, 산후 여성, 영유아 및 5세 이하 어린이에게 

영양식품, 모유 수유 지원 및 위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울러, 푸에르토리코 영양 

지원 프로그램 (Nutrition Assistance Program)과 같은 영양보충지원 

프로그램(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은 저소득 가구가 식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식료품 보충 지원 프로그램(Commodity Supplemental Food 

Program)은 뉴욕시와 롱아일랜드에서 6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무료로 영양식품을 

제공합니다.  

 

주택 & 재정 지원  

뉴욕주에 입국한 푸에르토리코 및 미국 버진 아일랜드 출신 피난민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개인 및 가족에 수입 지원을 제공하는 임시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뉴욕주의 

적정 가격 주택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를 클릭하여 확인하세요.  

  

Robin Hayes JetBlue 대표 겸 최고경영자(CE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JFK에 도착한 

허리케인 피해자를 돕는 Cuomo 주지사님의 헬프 데스크 프로그램을 지원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치명적인 허리케인 사태 이후 행동에 나서 주신 주지사님의 노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뉴욕주 연고 항공사이자 푸에르토리코에서 가장 큰 항공사로서, 

푸에르토리코의 복구 작업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100x35JetBlue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Henry Kuykendall Delta Air Lines 공항 북동부 운영지부 수석 부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항공기로 보급품과 구호 요원을 푸에르토리코로 운송하는 것에서부터, 

뉴욕주 터미널에 도착한 섬 주민들이 지원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일까지, 

Delta 항공은 Cuomo 주지사님과 함께 구호 및 피해 복구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SEIU의 Hector Figueroa 32BJ 지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과 

뉴욕주와 협력하여 뉴욕주에 도착한 푸에르토리코 주민 및 미국 버진 아일랜드 

주민들을 실시간으로 지원하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JFK의 헬프 데스크는 

뉴욕주에 입국하는 피난민들에게 뉴욕주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지원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원스톱 데스크가 될 것입니다.”  

  

Rick Cotton 뉴욕뉴저지항만청(Port Authority of New York and New Jersey) 상무 

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항만청은 카리브해에 남은 치명적인 허리케인 마리아를 

피해 JFK를 통해 뉴욕주에 입국한 자국 피난민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의 리더십에 감사드리며, 뉴욕 주민들께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헬프 데스크는 뉴욕주에 입국한 푸에르토리코와 

미국 버진 아일랜드 주민에게 중요한 정보 창구 역할을 합니다.”  

https://www.fns.usda.gov/wic/women-infants-and-children-wic
https://www.fns.usda.gov/snap/supplemental-nutrition-assistance-program-snap
https://www.fns.usda.gov/snap/supplemental-nutrition-assistance-program-snap
https://www.fns.usda.gov/csfp/commodity-supplemental-food-program-csfp
https://www.fns.usda.gov/csfp/commodity-supplemental-food-program-csfp
https://otda.ny.gov/programs/temporary-assistance/
http://nyhousingsearch.gov/


 

 

  

뉴욕주 보건부(State Health)의 커미셔너인 Howard Zucker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푸에르토리코와 미국 버진 아일랜드 주민들은 이미 충분한 고난을 겪었으므로 

주민들의 건강에 추가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단기 체류이든 장기 이전이든, 

Cuomo 주지사님께서는 이 어려운 시기를 겪는 피난민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건강 및 

영양 프로그램 정보를 확실히 이해하도록 지원하고 계십니다.”  

  

뉴욕주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New York State Homes and Community Renewal, 

NYS HCR)의 RuthAnne Visnauska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리더십 하에, 뉴욕주는 푸에르토리코 및 미국 버진 아일랜드에서 입국한 

가족이 삶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전역 지역사회 내 장애인 이용 가능 주택, 적정 가격 주택 및 아파트를 

구하려는 가족에게 수단과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뉴욕주 노동부의 Roberta Reardon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은 

푸에르토리코 및 미국 버진 아일랜드의 치명적인 허리케인으로 발생한 피난민을 돕는 

뉴욕주의 활동을 지휘하고 계십니다. 뉴욕주 노동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Labor)는 구호 활동을 가능한 한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주지사님의 행동 요청에 응답하여 힘을 실어 주신 노동조합 파트너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임시 및 장애 지원국(Office of Temporary and Disability Assistance)의 Samuel D. 

Robert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은 주민의 형편에 관계없이 

가장 취약한 시민을 오랫동안 지원해 오신 주민의 대변자이십니다. 이미 많은 시련을 

겪은 이들 개인과 가정이 다시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한 모든 지원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SUNY 명예총장 Kristina Johnso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의 리더십 

덕분에, SUNY는 푸에르토리코와 미국 버진 아일랜드에서 온 자국민들이 뉴욕주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헬프 데스크로 JFK에 도착한 피난민들에게 뉴욕주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기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구호활동의 최전선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William Thompson CUNY 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푸에르토리코와 미국 버진 

아일랜드에 거주하는 자국민들이 폐허가 된 섬을 재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에, 

뉴욕주는 이들이 여전히 뉴욕주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CUNY는 Cuomo 주지사님 및 뉴욕주와 지속적으로 협업하여 도움이 필요한 

자국민을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있으며, 헬프 데스크는 JFK에 도착하는 즉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핵심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현재까지 뉴욕주가 현장에 배치한 구호 인력과 장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 방위군 헌병대 132명  

• 주 방위군 병사 60명  

• 블랙호크 헬기 4대  

• 자원봉사 의사, 의료전문인(Physicians Assistants), 간호사, 임상 간호사 

78명  

• 항만청 직원 70명 이상  

• 주경찰 50명 이상  

• 뉴욕 전력청 전문가 20명 이상  

• 뉴욕주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State 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의 수송 지원팀 5명  

•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드론 파일럿 2명  

  

뉴욕주는 생수 446,000병, 통조림 19,000통, 아기 물티슈 84,600팩, 기저귀 

210,000팩, 이유식 41,200개, 주스팩 15,000개, 태양열 램프 8,600개, 건조 식품 

6,300파운드, 발전기 10대 등을 섬에 보낸 바 있습니다.  

  

어제, Cuomo 주지사는 푸에르토리코 섬 전역에 꼭 필요한 의료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뉴욕주 의료계 전반의 의료 인력 78명을 차출하여 배치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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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 협회(Healthcare Association of New York State, HANYS), 뉴욕주 커뮤니티 건강 

관리 협회(Community Health Care Association of New York State, CHCANYS), 뉴욕주 

간호사 협회(New York State Nurses Association, NYSNA) 및 서비스 종업원 국제 연합 

1199 지부(1199 Service Employees International Union, 1199SEIU)의 헌신적 노력으로 

자원 봉사 활동이 가능했습니다. 어제 도착한 자원 봉사팀은 14일 동안 배치될 

예정이며, 매나티의 연방 의료 센터(Federal Medical Center)에서 봉사하거나, 

푸에르토리코 전 지역에서 재해 의료 지원팀(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이 

수행하는 필수 구호 임무를 지원하게 됩니다.  

  

아울러 인력팀 외에도 GNYHA, Afya Foundation 및 UJA-Federation of New York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푸에르토리코에 응급 의료 용품이 지속적으로 지원됩니다. 민간 

제트기 확보와 100만 달러 이상의 구호 물품 구매와 같이 모든 면에서 임무를 조정하기 

위해 협력하면서, 이번 파트너십은 푸에르토리코 주민이 중요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16개 병원 및 의료 기관, 12개 지역사회 단체에 30,000 파운드 이상의 의약품 

및 의료 용품을 제공했습니다. 구호 물품에는 인슐린 3,000병, 장기 이식 수술 의약품, 

소아 종양 의약품, 항생제 및 백신과 같은 필수 의료 용품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Cuomo 주지사는 뉴욕시의 주도급 기업 단체인 ‘뉴욕시를 위한 

파트너십’(Partnership for New York City)을 참여시켜 뉴욕 커뮤니티 신탁회사(New 

http://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deployment-health-care-personnel-aid-puerto-rico-relief-efforts


 

 

York Community Trust)에 푸에르토리코 구호 및 재건 기금을 조성함으로써, 도움의 

손길이 가장 시급한 가구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허리케인 마리아가 남긴 피해로부터의 

복구와 재건을 돕고 있는 푸에르토리코 지역 자선단체들에게 보조금을 전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업계에는 최소 1만 달러의 기금과 그에 상당한 현물 기부를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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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에르토리코와 미국 버진 아일랜드를 위한 주지사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구호 및 피해 

복구 활동 웹페이지를 방문하여 확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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