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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오모 주지사, 제롬 하우어(JEROME HAUER)가 만장일치로 국토안보 및 
비상대응청장으로 선임되었음을 발표하다 

 
오늘 앤드류 M. 쿠오모(Andrew M. Cuomo) 주지사는 뉴욕주 상원에서 제롬 M. 하우어가 
국토안보 및 비상대응청(DHSES)의 장으로 만장일치로 선임되었음을 발표했습니다. 
 
국토안보 및 비상대응청는 반테러 부서(Office of Counterterrorism), 사이버 안보실(Office 
of Cyber Security), 화재 예방 및 진압실(Office of Fire Prevention and Control), 상호 운용 및 
비상 의사소통실(Office of Interoperable and Emergency Communications), 그리고 비상 
관리실(Office of Emergency Management) 등을 포함합니다.  이 청은 테러리즘 그리고 
인위적 또는 자연적 재해에 대한 준비 및 대응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미국 최고의 주 비상 관리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거듭 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를 현실로 만들 사람을 찾았습니다”라고 
쿠오모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재난 대응과 국토 안보는 말 그대로 생사를 가르는 
일입니다. 때문에 제롬 하우어 청장은 뉴요커들이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뉴욕주 
전반의 비상관리 요원 네트워크를 창설한 경험과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스켈로스(Skelos) 집권당 대표와 실버(Silver) 대변인, 볼(Ball), 드프란시스코(DeFrancisco), 
앳다보(Addabbo), 크루거(Krueger) 상원의원들께서 신속한 인사 검토 작업을 해주신 것에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제롬 청장께 청장이 되신 것을 축하 드리고 우리 뉴욕주 행정에 
참여하게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롬 하우어 청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뉴욕주 상원에서 저를 신임해주신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뉴욕커의 안전과 보안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지사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뉴욕주는 언제라도 공지하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비상대응 서비스와 국토 안보 활동을 받아야 합니다. 이 청은 화재 안전 및 예방, 
홍수 구조팀과 같이 시급을 다투는 수많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저는 모든 뉴요커와 
뉴욕을 방문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헌신한 멋진 분들과 함께 일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신 검토위원회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롬 하우어는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거의 30년의 경험이 있으며, 그 중 대부분은 안전 및 
비상 관리 분야에서 얻은 것입니다.  하우어 청장은 현재 고객의 필요에 맞춰진 비상 관리 
해결책을 전 세계 공공 및 개인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자문회사 Hauer Group의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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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입니다.  Hauer Group을 설립하기 전, 제롬 하우어는 Fleishman-Hillard Government 
Relations의 국토 안보 활동의 공동의장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2002-2003도에 그는 미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산하 Office 
of Public Health Emergency Preparedness의 임시차관보로 활동했습니다. 여기에서 그는 
생물, 화학 및 핵 테레 활동을 비롯한 비상사태 발생 시 미국의 의료 및 공중보건 준비와 
대응을 조정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2000-2002년도에는 Kroll Associates에서 위기와 결과 
관리 그룹의 운영위원이었습니다.  1996-2000년도에는 뉴욕시의 비상관리실장으로도 
재임했습니다.   
 
뉴욕으로 돌아오기 전에는 인디애나 주 비상관리실장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는 의회 화재 회의(Congressional Fire Caucus)의 Urban Search and Rescue Advisory 
Committee 와 National Institute for Urban Search and Rescue Advisory Council 에 
참여했습니다. 제롬 하우어 청장은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Institute of Medicine의 
Committee to evaluate R&D Needs for Improved Civilian Medical Response to Chemical or 
Biological Terrorism Incidents 에도 참여했습니다. 1990년에는 Board of Directors of the 
Central U.S. Earthquake Consortium의 의장으로 1년 동안 재임한 바 있습니다. 1987년부터 
1989년까지는 뉴욕시의 비상 의료 서비스부(Emergency Medical Services Department) -- 
먼저는 부책임자로, 그리고 후에는 총책임자의 특별 보조원으로 일했습니다.  
 
제롬 하우어 청장은 1980년부터 1983년까지 Harvard Medical School 및 Longwood Area 
Trauma Center의 연구원이었습니다.   1978-1980년에는 Red Cross Blood Services의 북동 
지역 부원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는 1976년에  New York University에서 B.A.학위를 받고  
Johns Hopkins University School of Hygiene and Public Health에서 1978년에 M.H.S 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영국의 Cranfield University에서 박사학위 후보로서 이번 12월에 학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원 집권당 대표 딘 스켈로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롬 하우어씨를 국토안보 및 
비상대응청장으로 선임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분을  
추천해주신 주지사께 감사 드립니다. 비상사태 및위기 관리에 대한 하우어 청장의 
전문지식은 이처럼 중요한 직책에 꼭 필요한 것으로 뉴욕 주민들의 안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우어 청장과 함께 모든 뉴요커의 지속적인 안전과 보안을 이뤄나갈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실버 의회 대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롬 하우어와 수 년간 함께 일해온 바, 그가 
국토안보 및 비상대응청장으로써 임무를 훌륭히 수행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Johns Hopkins School of Public Health 졸업생이자 생물 및 화학 테러에 대한 미국의 주요 
전문가 중 한 분으로 인정 받는 하우저 청장은 안보와 재난 대비 분야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놀라운 업적을 달성하였습니다.  1996-2000년에는 뉴욕시 비상관리청 국장으로 
뉴욕의 Nile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께서 이처럼 뛰어난 
분을 임명하신 것에 감사 드립니다. 신임 청장은 훌륭한 지식과 헌신적인 마음가짐으로 
뉴욕시를 위해 봉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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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재향군인회, 국토 안보 및 군사 위원회 의장인 그레그 볼(Greg Ball)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 업무에 아주 적합한 분을 찾아내는 놀라운 
재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일은 또 다른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지사의 훌륭하신 
선택과 하우어 신임청장의 적극적인 리더십으로 뉴욕은 더 안전해질 것입니다. 저는 
뉴욕주가 직면한 국토 안보 및 비상대응 서비스에 대해 하우어 신임청장과 일을 처리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현재 어느 누구도 이 분만큼 이 일을의 
적임자는 없으며 재난 대응과 국토 안보의 전면에 서서 뉴욕을 지켜줄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상원 금융위원회 의장 존 드프란시스코(John DeFrancisco)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롬 하우어씨가 뉴욕주 국토 안보청장으로 선임된 것을 축하 드립니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에서의 비상대응 서비스에 대한 그 분의 폭넓은 배경과 전문지식은 뉴욕주 
시민들의 안보와 비상 관리에 소중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하우어 신임청장이 뉴욕주 
시민들을 위해 이 일을 맡아주신 것을 진정으로 행운이라 생각하며 그분과 함께 일하는 
것이 기대됩니다.” 

상원 재향군인회, 국토 안보 및 군사 위원회 의장인 조셉 앳다보(Joseph Addabbo)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원 재향군인회, 국토 안보 및 군사 위원회의 주요 
위원으로서 저는 하우어 신임청장과 함께 뉴욕의 국토안보를 위해 일을 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제롬 하우어는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거의 30년의 경험이 있으며, 그 중 
대부분은 안전 및 비상 관리 분야에서 얻은 것입니다.  최고 수준의 공공 및 민간 분야 
비상대응 직책에서 일한 그의 오랜 경험은 뉴요커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쿠오모 
주지사께서 이렇게 뛰어난 추천을 해주신 것에 감사 드리며, 위원회 동료들을 대신해 
우리의 하우어 신임 국토안보청장을 환영합니다.” 

상원 금융위원회의 중요 위원인 리즈 크루거(Liz Krueger)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간 부문에서 뉴욕시 비상관리실과 미 보건복지부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안전은 제롬 
하우어의 일생의 사명이었습니다. 비상관리에서 터득한 수 십년의 경험은 뉴요커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쿠오모 주지사께서 정말 훌륭하신 선택을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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