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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4년 8월 7일 

CUOMO 주지사는주지사는주지사는주지사는 2015년년년년 RAVEN'S CHALLENGE를를를를 위한위한위한위한 뉴욕뉴욕뉴욕뉴욕 사이트사이트사이트사이트 선정선정선정선정 발표발표발표발표 

 

뉴욕뉴욕뉴욕뉴욕 주립주립주립주립 대비대비대비대비 훈련소훈련소훈련소훈련소 4곳곳곳곳 중중중중 Oriskany에에에에 위치한위치한위치한위치한 곳이곳이곳이곳이 국가의국가의국가의국가의 법집행법집행법집행법집행 교육교육교육교육 행사를행사를행사를행사를 주최하기주최하기주최하기주최하기 위해위해위해위해 

선택되었습니다선택되었습니다선택되었습니다선택되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오늘 Oriskany에서 국토 보안 및 긴급 서비스 (DHSES) 주 대비 훈련 센터 (SPTC)의 

본부를 군 폭파물 법정 처리 기술자와 공공 안전 폭탄 간의 상호 운용 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계된 

훈련에 대한 2015년 RAVEN'S CHALLENGE사 교육장 네 곳 중 한 곳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각 구성원은 구조 팀을 구성 한 다음, 사제 폭발물 관련과정을 11일 간의 코스를 통해 다양한 

시나리오로 대응해 볼 수 있게 구성할 것입니다. Challenge는 U.S.에 의해 자금지원 됩니다. 

국방부와 주류연초총기화약국(the Bureau of Alcohol, Tobacco, Firearms and Explosives)에 의해 조정. 

 

“뉴욕 주립 대비 훈련소는 이 일류 훈련을 주최할 알맞은 위치입니다.” 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뉴욕시민으로써, 우리는 모든 주에서 가장 강력한 대테러 팀의 일부를 

운영하고 비상 사태를 대비와 국토안보를 위해 국내 최초의 대학을 설립하는 이유는, 유일하게 

미국인이 세계에서 오늘 직면하고 있는 위협에 대한 인식과 준비를 하기 위해서 입니다. 나는 

우리의 긴급구조 분야에서 전국에서 자신의 동료들과 자신의 재능을 공유 할 2015년 Raven’s 

Challenge를 Oriskany에서 주최할 수 있는 기회를 기대합니다.” 

 

Raven’s Challenge는 폭발 장치가 관련된 비상 사태의 경우에 주요 군사 폭발물 전문가 및 주 와 지역 

폭탄 분대 사이의 협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Challenge는 또한 유사한 실제상황에서 그들의 

능력을 테스트 해볼 추가적인 유닛을 위해 기회를 제공 하도록, EMS와 화약과 같은 다른 긴급 

구조훈련을 받은 전문가를 포함 합니다. Challenge에서 뉴욕 주가 담당할 잠정적인 기한은 2015년 

6월 15일에서 26일까지이며, 나머지 세 곳은 Florida, Colorado 와Washington에 있을 것입니다. 

 

DHSES 위원 Jerome M. Hauer는 “여전히 폭발물은 대부분 일반적으로 전 세계 테러 조직에 의해 

사용되는 전술입니다. 폭발물에 초점을 맞추고 Raven's Challenge과 같은 훈련을 하는 것은 현재의 

위협 환경에 적절한 것입니다. 미국에서 테러에 있어서 가장 높은 위험 국가로, 우리는 이 위협에 

대비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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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TC는 700에이커이상의 토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육 및 관리 건물, 현장 운영 건물, 긴급 차량 

작업 과정과 여러 시뮬레이션 장소 (즉, 촬영 하우스, 산림 훈련 지대 및 트레일러 주자창 등)과 같은 

광범위한 시설의 네트워크를 포함합니다. 또한, 올해 SPTC의 새로운 “CityScape”는 쇼핑 센터, 호텔, 

은행, 학교와 아파트 건물을 포함하여 긴급구조에 대한 현실적인 교육 환경을 주최할 45,000 평방 

피트의 최첨단 시설을 엽니다. 고급 인프라를 보완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이상 폭발 상황에서 “보행 

가능한 정도로 부상을 입는” 역할 수행자 및 음향효과를 통해 시나리오를 보다 현실과 비슷하게 

만들 것 입니다. 

 

하원 의원 Richard Hanna는 “Oriskany의 최첨단 교육 시설은 뉴욕 시민들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ATF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할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네 곳 중 

한곳으로 선정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워싱턴에서 일하며 이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가자들은 우리의 최고 수준의 주 대비 훈련 센터에서 훈련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우리의 호텔에 머물며 레스토랑을 애용하여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훌륭한 지역 사회가 제공하는 모든 것을 처음으로 직접 체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Oneida 카운티의 대표 Anthony J. Picente는 “우리는 2015년 Raven’s Challenge을 개최하는 것은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우리 지역에 올 긴급 요원을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는 우리 사회와 우리 민족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을 훈련하도록 세간의 이목을 끄는 행사를 주최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다음 12개의 마을, Chautauqua, Erie, Monroe, Nassau, Onondaga, Rockland, Suffolk 그리고 

Westchester Counties, New York City, Rochester, Syracuse 그리고 the Village of Endicott에 위치할 FBI 

인증을 받은 여러 개의 폭탄 분대의 본부가 될 것이며, 추가적으로 하나의 분대는 뉴욕 주 경찰에 

의해 운영될 것입니다. DHSES 모범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지역, 주, 연방 및 국제 폭탄 기술자들과 

함께 자신의 능력뿐만 아니라, 호스트 연간 폭발물 처리반 심포지엄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역의 

폭탄 분대에 국토 안보 교부금 1천3백만달러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뉴욕 주 대비 교육 센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HSES 웹 사이트를 방문해 

주십시오http://www.dhses.ny.gov/SP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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