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년 10월 26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허리케인 마리아(HURRICANE MARIA) 후에 푸에르토리코를 두 번째로 

방문하는 동안 새로운 수자원 및 유틸리티 구호 프로그램 발표  

  

깨끗한 물에 대한 위기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100만 달러 규모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깨끗한 물 기금(Empire State Clean Water Fund)  

  

주지사, 섬의 유틸리티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전술 전력 복구팀(Tactical Power 

Restoration Team) 배치  

  

주지사, 추가로 배치할 뉴욕주 경찰관 30 명과 정수 시스템 및 3만 병의 생수를 수송하기 

위해 델타 항공(Delta)이 기증한 비행기로 출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허리케인 마리아(Hurricane Maria) 이후 

푸에르토리코로 향하는 주지사의 두 번째 구호 사절단을 출발시키고, 이 섬이 계속해서 

직면하는 깨끗한 물과 전력망 복구라는 가장 큰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활동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주지사는 Melissa DeRosa 주지사 비서, Robert Mujica 

주정부 예산 국장, Gil Quiniones 뉴욕주 전력청(New York State Power Authority) 청장 

겸 최고 경영자 등과 함께 이동했습니다. 푸에르토리코에 도착한 대표단은 구호 활동을 

현장에서 지원하고 있는 뉴욕주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State 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의 Roger Parrino 커미셔너를 만날 

예정입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깨끗한 물 기금(Empire State Clean Water Fund)을 통해, 뉴욕은 

깨끗한 물을 쉽게 사용하기 힘든 가정과 지역사회를 위한 정수 시스템 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100만 달러를 약속했습니다. 이미 주정부는 뉴욕시를 위한 파트너십(Partnership 

for New York City), 정교회 연합(Orthodox Union), 타이달(TIDAL) 등을 비롯한 

파트너들과의 공약을 지켰습니다.  

  

또한 송전 및 배전 시스템 복구 감독을 전문으로 하는 28 명의 전술 전력 복구팀(Tactical 

Power Restoration Team)은 이 섬의 전력 위기를 해결하고 연방재난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의 서류 작업 및 배상 등을 신속히 처리할 15 

명의 전문 계약 회계사들을 동원하여 진행 중인 활동을 지원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님과 대표단은 비행기 한 대분의 정수 시스템을 싣고 델타 항공(Delta)이 

기증한 항공기로 이동했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델타 항공(Delta) 비행기와 추가적인 UPS 

비행기 편으로 27,000 병 이상의 생수를 전달했습니다. 현재까지 뉴욕은 뉴욕주 전체 

뉴욕 주민들의 후한 기부와 UPS 및 유니세프(UNICEF)를 비롯한 핵심 파트너들의 지원 

덕분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구호 및 복구 활동(Empire State Relief and Recovery Effort) 

프로그램을 통해 100만 병의 생수와 수백만 파운드의 다른 보급품을 전달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푸에르토리코 재건에 관해 이야기하고, 이 

국가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조정해야 할 때입니다. 이 작업이 이제 막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이 작업의 종료를 바라보는 것이 해답이 아니라는 사실을 워싱턴이 알기를 

바랍니다. 할 일이 많은 먼 길을 가야 합니다. 뉴욕은 시작한 첫날부터 끝나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저는 뉴욕 주민들에 관해 말하고 싶습니다. 최악의 상황에 처했을 

때, 뉴욕 주민들은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이 도움이 필요할 경우, 뉴욕은 항상 들러야 

하는 곳입니다. 뉴욕 주민들은 다시 한 번 여기에서 그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최신 보급품 수송을 통해, 뉴욕은 다음과 같은 구호 물자를 현재까지 수송, 배포했습니다.  

• 생수 110만 병  

• 낱개의 아기 물티슈 180만 개  

• 기저귀 110만 개  

• 여성용품 220,300 개  

• 이유식 40,420통  

• 건조 식량 37,072 팩  

• 통조림 23,015통  

• 주스/스포츠 드링크 15,200 병/파우치  

• 태양등 8,600개  

• 발전기 10 대  

  

배치 인력:  

• 주 방위군 헌병대 132명  

• 주 방위군 엔지니어 125명  

• 주 방위군 병사 60명  

• 블랙호크 헬기 4대  

• 자원봉사 의사, 의료전문인(Physicians Assistants), 간호사, 임상 간호사 156명  

• 항만청 직원 70명 이상  

• 주경찰 130명 이상  



• 뉴욕 전력청(New York Power Authority) 전문가 24명  

• 뉴욕 민간 유틸리티 연합(New York private utilities coalition) 회원 24 개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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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월 이상 전에 허리케인 마리아(Hurricane Maria)가 푸에르토리코를 처음으로 휩쓴 

이후, 깨끗한 물의 공급이 구호 및 복구 활동에서 가장 힘든 일 중 하나였습니다. 홍수와 

관련된 모든 재난의 경우, 오염된 물에 관한 주요 우려는 대장균 및 콜레라 등과 같은 

질병이 있는 미생물의 확산입니다. 이 두 가지 새로운 활동을 통해 뉴욕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정수 시스템을 통해 깨끗한 식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뉴욕은 이미 구호 활동으로 100만 병 이상의 생수를 기증했습니다. 전력망 

복구는 지자체 수자원 시스템의 전력을 복구하고 필요한 경우 더 많은 주민들이 물을 

끓여 마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물을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능력과 더불어 전력망 복구는 복구 활동을 

진전시키는 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허리케인 마리아(Hurricane Maria)가 한 달 전에 이 

섬에 상륙한 이후, 직원들은 전력망에 대한 수리만으로 662 메가 와트 또는 섬의 평균 

월간 수요량 2,685 메가 와트 중 단지 25 퍼센트만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28 명의 기술 전문가로 구성된 전술 전력 복구팀(Tactical Power Restoration Team)이 

11월 초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이 팀은 푸에르토리코의 전력 유틸리티인 푸에르토리코 

전력청(Puerto Rico Electric Power Authority, PREPA)과 협력하기 위해 콘 

에디슨/오렌지 앤 록랜드(Con Edison/Orange & Rockland), 롱아일랜드 전력청(Long 

Island Power Authority, LIPA)/PSEG-롱아일랜드(PSEG-Long Island), 내셔널 

그리드(National Grid), 뉴욕주 전기 가스 공사(New York State Electric and Gas 

Corporation, NYSEG), 로체스터 가스 앤드 일렉트릭(Rochester Gas & Electric, RGE) 

등의 엔지니어 및 감독관으로 구성됩니다. 섬의 전력망 복구 작업에 기술 감독을 

제공하기 위해 푸에르토리코 7 곳의 지역에 인력을 파견할 예정입니다.  

  

수퍼스톰 샌디(Superstorm Sandy)가 상륙한 기간 동안 롱아일랜드 전력청(Long Island 

Power Authority)을 위해 일한 것과 유사하게 연방재난관리청(FEMA)의 서류 제출 및 

기금 상환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15 명의 계약직 회계사 팀이 유틸리티 

인력에 보완 추가될 예정입니다. 이것은 허리케인 마리아(Hurricane Maria)의 여파로 

지난 9월 22일 및 9월 29일에 푸에르토리코에 즉시 뉴욕 전력청(NYPA) 기술 

전문가들을 배치한 두 가지 선례를 따릅니다. 뉴욕 전력청(NYPA) 팀은 이 섬의 거의 

모든 변전소 360 곳 이상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 전력망에 필요한 선별을 지원하기 

위해 푸에르토리코 전력청(PREPA) 내에 배속되었습니다.  

 

주지사와 함께 이동한 뉴욕주 경찰관 30 명은 폭풍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보안 업무를 

http://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departs-new-york-puerto-rico-provide-emergency-goods-and-services-official
http://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additional-state-police-nypa-workers-port-authority-emergency


지원하기 위해 배치되었던 100 명 이상의 뉴욕주 경찰관들의 활동을 기반으로 할 

것입니다. 임무 우선순위에는 물자와 연료 보호, 가장 필요한 주민에게 자원이 

분배되도록 공급망을 확보하는 작업이 포함됩니다.  

  

델타 항공(Delta Air Lines)의 Henry Kuykendall 공항 북동부 운영지부 수석 부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델타 항공(Delta)은 푸에르토리코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Cuomo 주지사님의 공약을 지원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몇 주 동안, 델타 항공(Delta)은 주정부 경찰관 수십 명 및 필요한 보급품 수십만 파운드를 

이 섬으로 수송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뉴욕, 산후안, 기타 지역의 델타 

항공(Delta) 직원들은 Cuomo 주지사님과 푸에르토리코에서 진행 중인 구호 및 복구를 

위해 일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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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UPS 재단(UPS Foundation)의 인도주의적 구호 

프로그램(Humanitarian Relief program)은 일 년 내내 전 세계의 위기에 처한 지역사회에 

인명 구조 지원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오랜 파트너인 유니세프 USA(UNICEF USA)와 이 

위기의 첫날부터 전례가 없는 리더십을 보여주신 Andrew Cuomo 뉴욕주 지사님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구호 및 복구 활동(Empire State Relief and Recovery Effort) 

프로그램과의 협력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UPS는 푸에르토리코의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항공 전세기 30 대를 보냈으며 250만 파운드 이상의 허리케인 구호품을 

수송했습니다.”  

  

유니세프 USA(UNICEF USA)의 Caryl Stern 대표 겸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과 UPS의 파트너십을 통해,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푸에르토리코의 어린이와 가족들에게 가장 중요한 구호품을 계속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원이 어떻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 듣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장기적인 복구 및 재건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의 자원과 네트워크를 계속 

활용할 것입니다.”  

  

뉴욕시를 위한 파트너십(Partnership for New York City)의 Kathryn Wylde 대표 겸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즈니스 공동체는 Cuomo 주지사님이 허리케인 

마리아(Hurricane Maria)가 초래한 파괴적인 충격으로부터 푸에르토리코를 복구하기 

위해 초기부터 지원을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시는 것을 뒷받침한 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뉴욕은 이 섬과 특별한 연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수 

장비를 제공하는 것은 가장 어려운 지역사회에서 거주하기에 좋은 환경을 복원하는 데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정교회 연합(Orthodox Union)의 Allen Fagin 수석 부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현재, 푸에르토리코는 우리의 도움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보급품 

수송의 책임을 맡아 주신 Cuomo 주지사님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자원, 헌신적인 인력, 



수자원 처리 시스템을 위한 재원 등이 이 섬의 지속적인 복구 활동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기금은 푸에르토리코가 입은 피해와 결함이 생긴 인프라의 복구를 돕고 주민들을 

위해 섬에 깨끗한 물을 확보하도록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저는 Cuomo 

주지사님의 리더십에 따라, 뉴욕이 이 섬의 전체 지역사회를 재건하는 일을 우리 이웃 

주민들이 계속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타이달(TIDAL)의 자선 활동을 지원하는 락 네이션(Roc Nation)의 Dania Diaz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이달(TIDAL)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구호 및 복구 활동(Empire 

State Relief and Recovery Effort) 프로그램을 계속 지원합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허리케인 마리아(Hurricane Maria) 이후 한 달 이상 푸에르토리코에 생존에 필수적인 

식수를 전달할 것입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구호 및 복구 활동(Empire State Relief and Recovery Effort) 

프로그램의 공동 대표인 Nydia Velázquez 연방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투자를 통해 푸에르토리코의 복구와 재건을 돕는 Cuomo 주지사님의 공약을 실천하고, 

수자원 처리 시스템을 위한 중요한 기금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형제자매들이 삶의 재건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섬의 우리 가족과 친구들에게 계속 

기부해주고 계신 주지사님과 모든 뉴욕 주민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푸에르토리코의 

모든 주민들이 신속하게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구호 및 복구 활동(Empire State Relief and Recovery Effort) 

프로그램의 공동 대표인 Marcos Crespo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푸에르토리코는 재건축을 계속하기 위해 양질의 수자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새로운 

수자원 처리 시스템을 재정 지원하려는 주지사님의 공약에 따라, 이 섬의 주민들은 

허리케인 마리아(Hurricane Maria)의 피해를 복구하면서 수자원을 확보하고 확실하게 

유지할 것입니다. 대단히 많은 뉴욕 주민들이 보여준 관대함은 푸에르토리코 지역사회에 

이미 영향을 주었습니다. 저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스스로의 생각을 유지하면서 우리 

이웃을 계속 도울 것을 권합니다.” 

  

또한 뉴욕의 의료 공동체에서 자원봉사 의료 인력 156 명이 섬의 주민들에게 이 섬 전 

지역에 대단히 필요한 의료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푸에르토리코를 방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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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 의료 용품은 또한 그레이터 뉴욕 병원 협회(GNYHA), Afya 재단(Afya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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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푸에르토리코에 지속적으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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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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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