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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박한 인도주의적 위기

2017년 9월 20일 수요일 아침, 푸에르토리코를 강타한 허리케인 마리아로 인해 섬은  
심각하게 파괴되었고 340만 명의 주민들은 절박한 인도주의적 위기에 빠졌습니다. 

허리케인 마리아는 푸에르토리코를 강타한 80년 만에 최악의 태풍으로 허리케인  
이르마가 섬의 북단을 통과한 지 2주만에 상륙하여 100만 명의 주민들이 정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가정과 섬의 기반시설이 입은 피해는  
복구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허리케인 마리아를 지켜보면서, 미리암 바스케즈 라이온의 마음 속에는 여러가지  
생각들이 떠올랐습니다. 산후안에 있는 라이온스 안구은행의 집행이사인 그녀는  
장기기증자들의 온정어린 기부로 기증받은 각막은 얼음으로 포장해야 하고 예비  
발전기가 설치된 병원으로 이송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허리케인  
마리아가 예상한 만큼 강력했다면, 안구은행의 작은 발전기는 장기간의 정전에  
대처할 수 없었습니다. 

국제재단(LCIF)은 푸에르토리코 재해구호를 
지원하기 위해 51복합지구에 US$100,000의 
기금을 지급했습니다. 국제재단 웹사이트  
lcif.org/Grants를 방문하시면 라이온스  
지구의 대규모 인도주의 사업 개발과 시행을 
지원하는 교부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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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ionsclubs.org/ko/start-our-approach/grant-types?utm_source=eBook&utm_medium=link&utm_campaign=disaster-relief-puerto-rico


허리케인 마리아에 대항

카리브해 지역 주민들은 다음과 같이 재해 발생 전 일상적으로 따르는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자동차에 연료를 가득 채우십시오.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십시오. 건조식품, 물, 건전지를 비축해 두십시오. 주택과  
아파트들이 태풍에 견딜 수 있도록 화분과 테라스에 있는 느슨한 가구를  
단단히 고정시키고 덧문은 걸쇠로 잠그고 물이 새는 창문과 문틈에 타올을  
넣어 주십시오. 체크리스트에 따라 라이온스 안구은행과 본인의 집을 열심히 
점검하면서 미리암 바스케즈 라이온은 임신8개월인 자신의 딸을 계속  
생각했습니다. 임산부가 푸에르토리코에 머무는 것이 올바른 결정일까? 

미국 일리노이 주 시카고에 있는 가족들은 안전을 위해 그녀에게 그들과  
함께 머물도록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그녀의 건강보험이 섬 밖의 
병원에서 아기를 낳는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 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자연재해에 맞서는 것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반면 재정적으로  
상당한 부채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의 걱정을 알고 있는 마리아는 바스케즈 라이온 내외에게 태풍이  
지나가는 밤에 그녀와 함께 머물러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으니 어머니가 안심할 수 있을 거에요”라고 마리아는  
말했습니다. 바스케즈 라이온 내외는 가방을 정리하고 푸에르토리코 전역의 
가정에서 볼 수 있는 장면처럼 가족 및 친구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준비하고 
일기예보를 시청하고 잠을 청했습니다.

무서웠어요, 정말 무서웠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먹을 것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겐 슈퍼마켓도 현금인출기도 전기도 없었습니다.
– 미리암 바스케즈 라이온, 사바나 라나 라이온스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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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어느곳에서든 재해가 발생하면, 라이온들은 국제재단을 통해 긴급 자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긴급 자금은 US$10,000 이며, 피해 주민들의 삶을 다시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해 당장 필요한 사항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 국제재단은 최대 US$250,000의 주요 재해 기금를 지급합니다. 

자연 재해가 발생할 때 라이온들이 보통 가장 먼저 연락하는 사람이 카손드라 
버드 LCIF 인도주의 프로그램과 과장입니다.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재난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카손드라 버드 과장은 푸에르토리코의 
라이온들로부터 아직 소식을 듣진 못했지만, 뉴스 발표를 통해 허리케인 
마리아가 주요 재해 기금을 지급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라이온들도 역시 그러한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허리케인 마리아가 발생하고 얼마되지  
않아 라이온들은 주요 기금 마련이 어려운 회복을 돕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푸에르토리코 이름으로 국제재단에 재정적 
기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푸에르토리코의 라이온들이 기금 수령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마침내 버드 과장 및 교부금 프로그램 스페셜리스트들과  
연락했을 때, US$100,000을 송금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섬의 많은 지역들이 폐허가 되었습니다.  
국제재단은 라이온들이 기금을 수령할 은행의 영업이 재개될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라고 버드 과장이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국제재단은 생명 구호 및 유지를 위한 물품들을  
구입할 수 있는 상점들을 찾아야 했습니다. 연료탱크를 채우기 
위해 몇 시간을 기다려야 했던 주유소에서도 같은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국제재단은 하나의 장애물을 해결하고 나면  
또다시 그들을 기다리는 다른 장애물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희망 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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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 날

허리케인 마리아가 푸에르토리코를 완전히  
바꿔놓은 후, 다음 날 아침 해가 떠올랐을 때  
펠릭스 카마초 아얄라 지구총재는 그가 사랑하는 
고향이 불에 탄 모습을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모든 것이 죽은 것처럼 보였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한 때 새소리로 
메아리치던 아침은 이제 성당처럼 조용합니다.  
밤에는, 푸에르토리코의 상징인 코키 개구리의  
울음소리도 사라졌습니다. 

이틀 후, 그는 미리암 바스케즈 라이온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산후안 컨벤션  
센터에 마련된 비상대책센터에 이미 와 있었고,  
그 곳에서 미국 연방 재난관리청(FEMA) 대표를 
만났습니다. “컨벤션 센터에 있는 동안 저는  
푸에르토리코를 위해 쇄도하고 있는 지원이 즉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반면  
지원품을 어디로 누구에게 보내야할지 알 수  
없어서 분배를 위한 네트워크는 거의 마비상태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LCIF 긴급자금으로부터 기금을 수령한 후, 바스케즈 라이온은 지원품의 지역 분배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푸에르토리코의 지구총재 3명 
(동부의 아얄라 총재, 중부 산악 지역의 에밀리오 콜론 로드리게스 총재, 서부 해안 지역의 크리스티노 헤르난데스 총재)에게 연락했습니다.  
“소속지구 라이온들에게 지원품이 오고 있다고 전달했습니다.” 라고 아얄라 총재가 말했습니다. “라이온스 조끼에 땀을 흘릴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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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황

매일 일을 마치고, 아얄라 총재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도시의 
새로운 지역에 불빛이 켜지는 것을 지켜보곤 했습니다. 피해  
복구에 진척을 보여주는 신호였지만, 여전히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어두운 도시의 지역들은 그에게 해야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었습니다. 2017년 9월부터  
12월까지, 허리케인 마리아는 916억1천만달러 이상의 피해를 
입히고 2,098명의 사망자를 냈습니다. 안타깝게도, 사망자  
수는 2018년 2월말까지 2,975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수치들은 푸에르토리코의 라이온들에게는 매우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태풍이 가라앉고 2주 후, 바스케즈 라이온의 딸 마리아는  
산통을 느꼈고 심각한 출혈이 있었습니다. 태어난 아기는  
남자아이로 후아킨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6주 동안  
집중치료실에서 생활했습니다. 반면 마리아의 생명은 구할  
수 없었습니다. 라이온들은 산후안에서 진행되는 마리아의  

추도식에 참석하기 위해 섬 전역에서 도착했습니다. 교회는 설 
수 있는 자리까지 가득 채워졌습니다. 

마리아는 라이온이었습니다. 그녀가 이웃을 어떻게 도와줬는지 
사람들이 저에게 이야기해줬습니다.”라고 바스케즈 라이온이  
말했습니다. “지역사회를 자신보다 우선시하는 것이 그녀의  
성품 중 하나였습니다. 적어도 제가 딸을 바르게 키웠다는 것을 
알게되어 기분이 좋았습니다.”

바스케즈 라이온이 생각하기에 마리아에게 경의를 표할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녀의 슬픔을 라이온으로서 지역사회 
봉사로 돌리고 태풍의 잔해로부터 그녀의 나라를 일으켜세우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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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후
1년 후, 30만명 이상의 푸에르토리코 주민들이 
섬을 떠났습니다. 몇몇 가족은 부서진 집을  
재건축할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서 방 하나에서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친척들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력
한 허리케인으로 고난에 빠진 이들의 회복력은  
눈에 띄게 나타납니다. 

그들은 여전히 고군분투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돕습니다.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해 열정을 갖고 
있는 라이온들은 어려움에 처한 이웃이 도움을  
청할 때 그들의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해야할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라이온들은 어려움에 처한 푸에르토리코의  
주민들을 돕고 있습니다.

51 복합지구의 라이온들은 여전히 어려움에 처한 지역을 계속 확인하고 허리케인 마리아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그들의 삶을 다시 재건하도록 도와 줄 봉사의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푸에르토리코 주민들은 그들의 나라가 그렇듯 아름답고 친절하며 마음이 따뜻합니다.  모든 라이온들이 기부와 헌신으로 이웃을 돕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국제재단(LCIF)은  
더 밝은 내일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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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if.org/BE100  

lcif.org/BE100을 방문하시면  캠페인 100이 재해 구호 활동에 
얼마나 깊게 참여하고 있는지, 언제 어디에서든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비하고 대응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라이온들의 자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금 LCIF 재해 구호 
기금에 기부하십시오.

지금 기부하십시오!

국제라이온스재단
300 W. 22nd St.  |  Oak Brook, IL 60523-8842 USA
+1.630.571.5466  |  lcif.org/BE100  LCIF_Ebook_Disaster_KO  11/18

LCI and LCIF are Equal Opportunity Providers

LCIF 봉사에 힘을↗: 푸에르토리코

미래에 대한 희망

https://lionsclubs.org/ko/give-how-to-give/campaign-100?utm_source=eBook&utm_medium=link&utm_campaign=disaster-relief-puerto-rico
https://lionsclubs.org/ko/give-how-to-give/campaign-100?utm_source=eBook&utm_medium=link&utm_campaign=disaster-relief-puerto-rico
http://www.lcif.org/EN/apply-for-a-grant/index.php?utm_source=eBook&utm_medium=link&utm_campaign=disaster-relief-puerto-rico
http://www.lcif.org/EN/support-our-work/donate-now.php?utm_source=eBook&utm_medium=link&utm_campaign=sensory-courtyard
https://lionsclubs.org/ko/donate?utm_source=eBook&utm_medium=link&utm_campaign=disaster-relief-puerto-rico
http://www.lcif.org/KO/our-work/be100/index.php?utm_source=eBook&utm_medium=link&utm_campaign=disaster-relief-puerto-rico
https://lionsclubs.org/ko/give-how-to-give/campaign-100?utm_source=eBook&utm_medium=link&utm_campaign=disaster-relief-puerto-rico
https://www.youtube.com/watch?v=E7PWbJZUeME&index=5&list=PLD59FDFE87A862EC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