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8년 2월 3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ROSSELLÓ 주지사, 뉴욕주 전 지역에서 천 명이 넘는 뉴욕 주민이 

푸에르토리코를 지지하는 뉴욕주 집회에 참석  

  

올버니에서 버펄로까지 천 명이 넘는 뉴욕 주민이 푸에르토리코를 지원하기 위한 연방 

정부의 즉각적인 조치 요구  

 

주지사, 총 944억 달러 규모의 재해 구호 원조 패키지를 완전히 재정 지원할 것을 Ryan 

연방 하원의장과 McConnell 연방 상원 다수당 원내총무에게 촉구  

 

허리케인 마리아(Hurricane Maria)가 휩쓸고 간 후 130 일 이상 푸에르토리코의 복구와 

재건을 돕기 위해 기울인 Cuomo 주지사의 국가 주도 활동을 토대로 한 뉴욕주 전역의 

집회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푸에르토리코에 대한 즉각적인 구호책을 제공하기 위해 

Ryan 연방 하원의장과 McConnell 연방 상원 다수당 원내총무에게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Paul Ryan 연방 하원의장: (202) 225-0600, McConnell 연방 상원 다수당 원내총무: 

(202) 224-2541 

 

 

Andrew M. Cuomo 주지사와 Ricardo A. Rosselló 주지사는 오늘, 푸에르토리코를 

지원하기 위한 집회에서 뉴욕주 전 지역의 천 명이 넘는 뉴욕 주민과 합류하여, 연방 

정부에 944억 달러 규모의 재해 구호 원조 패키지를 완전하게 재정 지원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올버니, 버펄로, 코넬, 로체스터, 시러큐스 등지에서 똑같이 실행된 전례가 

없는 이 행동 촉구 행사들과 함께, 뉴욕시에서 열린 집회에서 Cuomo 주지사와 Rosselló 

주지사는 푸에르토리코의 뉴욕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 즉각적인 구호 대책을 제공할 것을 

Paul Ryan 연방 하원의장과 Mitch McConnell 연방 상원 다수당 원내총무에게 

촉구했습니다. 이 지원의 물결은 2017년 9월 허리케인 마리아(Hurricane Maria)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섬의 전력 공급망을 푸에르토리코 주민이 재건하고 복구하는 것을 

돕기 위한 Cuomo 주지사의 지속적인 공약을 기반으로 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푸에르토리코는 외국이 아닙니다. 이곳의 

주민들은 미국 시민권자이며 우리의 형제 자매입니다. 뉴욕 주민으로서 복구 및 재건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연방 정부가 허둥대는 동안, 우리의 

이웃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푸에르토리코를 위해 

뉴욕은 절대로 쉬지 않고 계속 지원할 것입니다. 우리는 푸에르토리코에 절실히 필요한 

원조 패키지를 완전히 재정 지원하여, 우리의 동료 미국 시민권자들을 최종적으로 

공정하게 대우할 것을 Trump 대통령과 대통령의 행정부에 촉구합니다.”  

 

Ricardo Rosselló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해를 맞은 첫 날부터, Cuomo 

주지사님은 푸에르토리코의 복구를 돕기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주지사님은 매일 구호 

물품, 자원, 지원 등을 계속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지사님의 지원과 우리의 뉴욕 형제 

자매들 덕분에, 우리는 복구 활동에서 큰 진전을 이루었지만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전보다 더욱 강해질 수 있도록 완전히 재건하게 위해 우리에게 

매우 절실히 필요한 도움을 제공해 줄 것을 연방 의회에 요청하면서 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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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 지원 절차(Mutual Aid process)를 통해 이 섬에 자원을 제공하려는 Cuomo 주지사의 

노력을 토대로 하여, 2월 3일 토요일 뉴욕주 전 지역에서 수백 명의 뉴욕 주민들이 

참석한 집회 행사들이 벌어졌습니다. 집회 행사가 개최된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올버니 - 올버니 레이버 템플(Albany Labor Temple)  

• 버펄로 - 더 벨 센터(The Belle Center)  

• 이타카 - 코넬 대학교(Cornell University)의 생명 공학 빌딩(Biotechnology 

Building)  

• 로체스터 - 성모 마리아 미국 교회(Our Lady of the Americas Church)  

• 시러큐스 - 더 웨어하우스 빌딩(The Warehouse Building)  

  

푸에르토리코의 복구 절차가 130 일 전에 시작된 이후, 일부 지역사회의 경우 전력이 

복구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섬의 약 삼 분의 일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전력 복구 

문제를 포함하여 연방 정부의 관심과 기금 부족으로 중요한 복구 절차가 여전히 

지체되고 있습니다.  

 

944억 달러 규모의 빌드 백 베터 플랜(Build Back Better Plan)을 완전히 재정 

지원하도록 연방 정부에 촉구하려면 (202) 225-0600 번의 Paul Ryan 연방 하원의장과 

(202) 224-2541 번의 Mitch McConnell 연방 상원 다수당 원내총무에게 전화를 걸어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푸에르토리코의 전력 복구  

 



 

 

주지사의 지시에 따라, 뉴욕 전력청(New York Power Authority, NYPA)이 주도하는 

산후안 메트로 지역의 전력 복구 공사를 담당하는 뉴욕의 전력 회사들이 이 지역의 고객 

중 약 91 퍼센트에 해당하는 약 28만 명의 고객을 위해 전력을 복구했습니다. 297 개의 

배전 회로가 복구됨에 따라, 뉴욕 대표단은 전력 복구 공사의 마지막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이로써 3월 중순까지 전력 서비스가 산후안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복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1월 이후 주지사의 지시에 따라, 뉴욕주는 콘 에디슨(Con Edison), 내셔널 

그리드(National Grid), PSEG, 센트럴 허드슨 개스 앤 일렉트릭 코퍼레이션(Central 

Hudson Gas & Electric Corp), 아반그리드(AVANGRID) 등의 직원들을 포함하여 뉴욕 

전력청(NYPA)이 이끄는 450 명 이상의 실무자 대표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팀은 미 

육군 공병대(United States Army Corps of Engineers)와 협력하여 푸에르토리코 

전력청(Puerto Rico Electric Power Authority)과 직접 조율할 것입니다. 이 직원들은 

송전선로를 수리하고 다른 전기 인프라 공사를 지원해왔습니다. 이 헌신적인 전력회사 

직원들은 손상된 송전선과 배전선로 등에 필요한 수리를 수행하기 위해 수백 대의 버킷 

트럭, 채굴기, 굴착기, 기타 특수 장비를 가지고 도착했습니다. 

 

푸에르토리코 재건(Building Puerto Rico Back Better) 프로그램  

 

12월에 Cuomo 주지사와 Rosselló 주지사 및 뉴욕 연방 의회 대표단(New York 

Congressional Delegation)은 더욱 강력하고 복구력을 갖춘 푸에르토리코로 재건하기 

위해 944억 달러 규모의의 연방 원조 패키지를 요구하는 빌드 백 베터 평가 

보고서보고서(Build Back Better Assessment Report)를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에는 

주택, 전력 공급망 및 복구력, 농업, 기타 요소 등을 비롯하여 투자가 필요한 특정 부문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공공 안전 및 최초 대응을 위해 4억 8,700만 달러, 장기 복구 

관리에 90억 달러 등, 필요한 기금 총액은 944억 달러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최근 푸에르토리코 에너지 탄력성 실무 그룹(Puerto Rico Energy 

Resilience Working Group)을 구성하여 푸에르토 리코 전력 시스템을 보다 탄력적, 

효율적, 현대적으로 복원하고, 연간 20억 달러 이상의 비용이 드는 화석 연료 수입에 덜 

의존할 수 있도록 하는 권고안이 담긴 종합 계획인 “빌드 백 베터(Build Back Better)”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에너지 탄력성 실무 그룹(Energy Resiliency Working 

Group)에서 작성한 이 보고서는 푸에르토리코에서 전력 시스템 수리, 탄력성, 현대화 

투자 등에 대한 지원금 액수를 총 170억 달러로 파악하고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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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은 1,000 명 이상의 직원을 배치하고 뉴욕주 전 지역의 기부 사이트 13 곳에서 

수거한 팔레트 화물 운반대 4,400 개 규모의 구호 물자를 배포했습니다.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Build_Back_Better_PR.pdf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PRERWG_Report_PR_Grid_Resiliency_Report.pdf


 

 

배치된 직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450 명이 넘는 뉴욕 전력 회사 직원, 50 명이 넘는 전술적 전력 복구 전문가, 

15 명의 피해 평가 전문가  

• 주 방위군 헌병대 132명  

• 주 방위군 엔지니어 125명  

• 주 방위군 병사 60명  

• 블랙호크 헬기 4대  

• 항공병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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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명  

• 항만청 직원 70명 이상  

• 주경찰 1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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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된 구호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수 320만 병  

• 낱개의 아기 물티슈 310만 개  

• 기저귀 190만 개  

• 여성용품 321,830 개  

• 이유식 101,520통  

• 통조림 91,164통  

• 주스/스포츠 드링크 64,400 병/파우치  

• 손전등 13,275 개,  

• 태양등 8,600개  

• 응급 키트 5,440 개  

• 정수 시스템 1,181 대  

• 전력 복구 활동을 위한 전기 케이블 155,000 마일, 스플라이스 키트(splice 

kit) 7,600 개, 크로스 암(cross arm) 1,485 개, 변압기 50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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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Afya 재단(Afya Foundation)과 제휴하여 산후안, 비에쿠에스, 쿨레브라 

그리고 기타 지역 등을 위해 중요한 의약품 및 구호 물자에 100만 달러 

이상 지원  

  

John Leguizamo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푸에르토리코 재건을 위해 중요한 재정 

지원을 보장하는 일은 반드시 해야 할 옳은 일입니다. 미국 시민으로서 이 섬의 주민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지원을 우리 연방 정부가 나서서 보장해 할 시기입니다. 저는 Cuomo 



 

 

주지사님과 함께 연방 정부의 원조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지원이 절실하게 계속 필요한 

시기에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연대하기 위해 주지사님의 행동 촉구를 지지합니다. 

뉴욕 주민들은 항상 도움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켜 왔으며 계속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 주의 전 지역에서 행동을 개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이 섬이 완전히 복구될 

때까지 우리가 푸에르토리코와 어떻게 연대할 것인지에 대한 단지 또 다른 본보기일 

뿐입니다.”  

  

Carlos Beltrán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많은 뉴욕 주민도 섬의 친구와 가족들이 

정상으로 돌아가도록 이 섬의 주택을 재건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시기에 허리케인 

마리아(Hurricane Maria)가 휩쓸고 간 피해 지역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습니다. 이 

시기에 결과적으로 푸에르토리코의 주민이 당연히 받아야 할, 절실히 필요했던 적절한 

치료와 재정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은 터무니없이 부당한 일입니다. 이제는 약 5 

개월 전에 필요했던 연방 정부의 조치를 요구하는 Cuomo 주지사님의 노력에 연대하여 

지지해야 할 시점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은 마땅히 다른 모든 시민과 주의 주민들처럼 

대우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연방 정부가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José E. Serrano 연방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 덕분에, 뉴욕은 

푸에르토리코를 휩쓴 허리케인 마리아(Hurricane Maria)가 남긴 피해를 복구하는 데 

발벗고 나서 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 혼자서만 행동할 수는 없습니다. 

푸에르토리코는 주거지부터 의료 서비스에서, 복구력을 갖춘 인프라에 이르기까지 전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방 정부의 종합적인 구호 대책이 필요합니다. 공화당 행정부와 

공화당 의회가 이 허리케인 시즌에 피해를 입은 미국 시민들이 회복하도록 도울 때까지 

이미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José M. Serrano Jr.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지역사회를 재건하고 

푸에르토리코의 전력을 복구하기 위한 950억 달러 규모의 재해 구호 패키지를 재정 

지원하기 위해 연방 행정부에 우리가 요청하도록 Cuomo 주지사님과 연대하고 

있습니다. 허리케인 마리아(Hurricane Maria)가 푸에르토리코 섬을 황폐화시킨지 5 개월 

이상 지났습니다. 이 섬의 많은 곳에서 아직도 전기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연방 정부가 

우리 동료 미국인들을 돕기 위해 나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시점입니다.”  

  

Tim Kennedy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주민은 도움이 필요한 

시기에 푸에르토리코를 지원하기 위해 우리가 한 배를 타게 된 것에 자랑스러워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이 아직 끝난 것은 아닙니다. 저는 허리케인 마리아(Hurricane Maria)의 

여파 속에 있던 푸에르토리코를 방문하여 그 황폐화와 광범위한 피해를 목격하고 매우 

가슴이 아픈 경험을 했습니다. 뉴욕이 푸에르토리코와 함께 계속 매 순간 연대하는 이 

시기에, 저도 푸에르토리코가 복구의 먼 길을 계속 걸어가면서 중요한 자원과 원조를 

연방 정부에 요청할 수 있도록 Cuomo 주지사님과 함께 연대하고 있습니다. 

푸에르토리코 주민은 미국인이며 지금 우리의 도움을 원하고 있습니다.”  

  



 

 

Rich Funke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4 개월 전 푸에르토리코를 허리케인 

어마(Hurricanes Irma)와 허리케인 마리아(Hurricane Maria)가 휩쓸고 가면서 이 섬은 

황폐해졌습니다. 로체스터와 이베로(IBERO)는 다양한 차원에서 3000 명이 넘는 주민을 

지원하면서 이 섬의 복구와 재건 공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사회는 

푸에르토리코의 우리 동료 미국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Cuomo 주지사님과 계속 연대할 

예정입니다.”  

  

Marcos A. Crespo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뉴욕 주민은 허리케인 

마리아(Hurricane Maria)가 초래한 엄청난 재해 속에 있던 푸에르토리코를 우리 주가 

돕기 위해 취한 신속한 대응 방식에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연방 정부가 이 섬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구호 대책을 제공하지 못한 시기에, 뉴욕 주민들은 

푸에르토리코가 정상으로 돌아가면서 이전보다 더 강력하고 나은 상태로 복구할 수 

있도록 해당 지역사회를 재건하기 위해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 남녀노소 주민들은 우리 

동료 미국인입니다. 그들에게 도움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에 우리가 그것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Cuomo 주지사님과 함께, 저는 푸에르토리코가 복구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중요한 자원을 제공할 것을 연방 정부에 촉구합니다.”  

  

Luis R. Sepúlveda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리케인 마리아(Hurricane 

Maria)가 휩쓸고 간 후, 복구에 이르기까지 푸에르토리코 주민들은 오랜 길을 

돌아왔습니다. Cuomo 주지사님과 셀 수 없이 많은 뉴욕 주민들의 지원 덕분에, 매일 

복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끝이 나려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950억 달러 규모의 

연방 정부 원조 패키지는 전력을 복구하고 지역사회를 재건하며 이 섬에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지속적인 활동에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연방 정부가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 즉시 이 중요한 기금을 승인할 것을 촉구합니다.”  

  

Maritza Davila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리케인 마리아(Hurricane 

Maria)가 푸에르토리코를 황폐화시킨지 4 개월 이상 지난 시점에도 수만 명의 시민들은 

아직도 전기와 깨끗한 식수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계속 이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연방 정부가 Cuomo 주지사님을 따라 이 사람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구호 대책을 

제공해야 할 시점입니다. 워싱턴이 지체하지 말고 950억 달러 규모의 원조 패키지를 

완벽히 재정 지원할 것을 주지사 두 분이 촉구하는 데 저 또한 동참합니다.”  

  

Carmen N. De La Rosa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30일이 넘게 

푸에르토리코의 우리 동료 미국인들은 매일 허리케인 마리아(Hurricane Maria)가 파괴한 

그들의 삶과 섬을 재건하기 위해 일했습니다. 뉴욕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푸에르토리코의 우리 형제 자매들을 잊지 않고 지냈습니다. 절실하게 필요한 지원과 

구호 물품을 제공하면서 우리는 그들과 함께 현장에서 지내왔습니다. 훨씬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점차 분명해졌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푸에르토리코 시민들이 

더 나은 미래를 희망하며 마침내 전진할 수 있도록 950억 달러 규모의 원조 패키지를 

연방 정부가 전적으로 재정 지원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Sean Ryan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버펄로 시는 푸에르토리코 유산을 

물려받은 많은 주민들 덕분에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뉴욕과 푸에르토리코는 오랜 기간 

특별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허리케인 어마(Hurricanes Irma)와 허리케인 

마리아(Hurricane Maria)가 휩쓸고 간 후, 뉴욕주 전 지역의 뉴욕 주민은 도움이 필요한 

우리 형제 자매들을 돕기 위해 자랑스럽게 나섰습니다. 하지만 연방 정부는 미국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대신에 푸에르토리코 주민을 이류 시민으로 대우하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 이대로 둘 수는 없다고 주장하신 Cuomo 주지사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따라서 저는 올바른 일을 하기 위해 푸에르토리코가 완전히 복구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을 Trump 대통령에게 촉구한 주지사님과 연대하고 있습니다. 이 

섬의 미래와 우리 동료 시민들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브롱크스 자치구의 Ruben Diaz Jr. 자치구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주민들의 

반응은 고무적이었습다. 푸에르토리코가 뉴욕 주민들의 지원과 헌신이 없는 상태보다 

지금 상태가 훨씬 낫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황페해진 

푸에르토리코를 계속 지원하는 일과 연방 정부의 조치를 얻어내는 일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뉴욕 주민들은 자신이 맡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Trump 

대통령과 연방 정부가 그들이 해야 할 일을 할 시점입니다.”  

  

Rafael Salamanca Jr. 시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푸에르토리코 유산을 물려받은 

후손으로서, 푸에르토리코 사람들이 브롱크스, 우리 도시, 우리 주에 지속적으로 기여한 

것을 잊을 수 없는 시기가 가끔 있습니다. 이제 푸에르토리코에 도움이 필요한 시기에 

푸에르토리코의 우리 형제 자매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원조와 지지를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반드시 지속해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활동을 펼치는 

뉴욕의 리더로서 Cuomo 주지사님과 함께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논다가 카운티의 Joanie Mahoney 카운티 행정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리케인 

마리아(Hurricane Maria)가 푸에르토리코 섬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을 때, Cuomo 

주지사님은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을 돕기 위한 구호 활동을 즉시 이끌었습니다. 센트럴 

뉴욕 출신의 많은 주민들을 비롯하여 뉴욕주 전 지역의 주민들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원봉사, 기부 또는 원조를 제공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저희는 그분들의 

활동에 감사드립니다.”  

  

이리 카운티의 Mark C. Poloncarz 카운티 행정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과 뉴욕주 주민들은 오랜 기간 푸에르토리코의 친구였습니다. 허리케인 

마리아(Hurricane Maria)의 여파로 우리 동포들이 도움이 필요한 시기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자부심을 느낍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구호 및 복구 활동법(Empire 

State Relief and Recovery Act)을 통해, Cuomo 주지사는 황폐화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 구호 물품, 기부 등을 많이 제공했습니다. 뉴욕은 

항상 우리 동료 미국인들을 돕기 위해 나설 것입니다. 저는 푸에르토리코의 우리 친구와 



 

 

동료 시민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중요한 원조를 다른 주에 제공한 것처럼 동일하게 

제공할 것을 연방 정부에 촉구합니다.”  

  

버펄로 시의 Byron Brown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푸에르토리코는 여전히 허리케인 

마리아(Hurricane Maria)가 초래한 재해 속에서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이 

아직도 전기나 깨끗한 물이 없이 지내고 있으며, 자신들의 삶과 섬을 재건하기 위해 

고생하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의 리더십과 지시에 따라, 뉴욕은 푸에르토리코의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중요한 구호 물품, 인력,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호 활동의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푸에르토리코에서 그곳에 필요한 많은 

도움을 제공한 뉴욕의 역할을 답습하여, 연방 정부가 나서서 원조 패키지를 완전히 재정 

지원하는 것은 이미 늦은 일입니다.”  

  

로체스터 시의 Lovely Warren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리케인 마리아(Hurricane 

Maria)가 푸에르토리코를 강타한지 5 개월 만에 이 섬은 여전히 필수적인 자원이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의 리더십에 따라, 뉴욕은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을 

돕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면서 대단히 중요한 협력자로서 푸에르토리코를 위해 그 

역할을 다했습니다. 저는 오랜 복구와 재건 과정 속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은 Cuomo 

주지사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연방 정부가 뉴욕주의 역할을 이어 받을 것을 

촉구합니다.”  

  

시러큐스 시의 Ben Walsh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푸에르토리코를 원조하기 위해 

Cuomo 주지사님이 뉴욕을 선도한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뉴욕 주민은 항상 그들을 돕기 위해 나서기 때문입니다. 뉴욕은 

푸에르토리코 주민들에게 중요한 자원을 제공했습니다. 이는 매우 끔찍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연방 정부가 푸에르토리코의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제공할 원조를 

완전히 재정 지원할 것을 촉구합니다.”  

  

주도 지역 건축업 협의회(Capital Region Building Trades)의 Jeff Stark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의 리더십에 따라, 뉴욕주가 푸에르토리코의 중요한 

협력자로서 허리케인 마리아(Hurricane Maria)가 휩쓸고 간 지역의 재건 및 복구 활동을 

지속한 반면에, 연방 정부는 이 피해 주민들을 돕기위한 조치를 계속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속적인 복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푸에르토리코에 자원을 보내고 

원조를 재정지원하기 위해 나설 것을 워싱턴의 우리 대표자들에게 촉구합니다. 이 

주민들은 우리 동료 미국인들입니다. 생명을 구하기 위해 대단히 중요한 이 원조가 

거부된 일은 국가로서 믿고 우리가 의지한 모든 것을 혐오스럽게 만듭니다.”  

  

이베로(IBERO)의 회장인 Hilda Escher 최고 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푸에르토리코는 허리케인 마리아(Hurricane Maria)가 약 4 개월 전에 섬의 지역사회들을 

휩쓸고 지나간 파괴적인 충격으로부터 아직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의 

리더십을 통해, 뉴욕은 섬의 재건과 인프라 복구로 지원, 구호 물품, 인력 등을 제공하는 



 

 

확고 부동한 입지를 구축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지원이 없다면, 이 섬은 의심할 

여지없이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연방 정부는 반드시 푸에르토리코의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중요한 원조를 제공하고 복구 절차를 신속하게 이어받아 동료 미국인들을 

돕는 일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벨 센터(Belle Center)의 Lucy Candelario 사무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도움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동료 미국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여주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리더십 덕분에, 뉴욕은 이 섬의 복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대단히 필요한 물품과 자원을 보냈지만 연방 정부는 아직도 그 역할을 수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푸에르토리코에 즉시 지원대를 보내고 섬의 복구 및 재건을 돕는 일 

최선을 다할 것을 워싱턴의 우리 대표자들에게 촉구합니다.”  

  

시러큐스 대학교(Syracuse University)의 Bea Gonzalez 지역사회 참여 담당 부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리케인 마리아(Hurricane Maria)가 푸에르토리코를 포함한 미국의 

일부 지역을 황폐화시키며 휩쓸고 간지 120일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푸에르토리코 섬이 

폭풍이 몰아치기 전으로 돌아가려면 아직도 먼 길을 가야 합니다. Cuomo 주지사님 

덕분에, 뉴욕주는 오랜 기간 복구에 이르는 먼 길을 함께 걸어온 주요 지지자입니다. 연방 

정부가 푸에르토리코 주민들에게 가능한 한 신속하게 절실히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코넬 대학교(Cornell University)의 미국학(American Studies) 교수인 Glenn C. 

Altschuler 평생 교육 및 여름 학기(Continuing Education and Summer Session) 

학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푸에르토리코 주민 수천 명은 여전히 전기를 사용할 수 없고 

깨끗한 식수를 마실 수 없습니다. 워싱턴의 대응은 명백하게 불충분합니다. 우리는 

푸에르토리코가 일상 생활로 돌아가기 위해 지역사회를 복구할 수 있도록 반드시 도와야 

합니다. 저는 푸에르토리코 재건 및 복구 활동을 돕기 위해 Cuomo 주지사님, 기타 뉴욕 

리더들, 코넬 대학교의 제 동료 교수들과 함께 연대하게 된 점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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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