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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뉴욕주의뉴욕주의뉴욕주의뉴욕주의 재난재난재난재난 응급상황응급상황응급상황응급상황 준비준비준비준비 및및및및 대응대응대응대응 방식방식방식방식 개선을개선을개선을개선을 위한위한위한위한 법안에법안에법안에법안에 서명서명서명서명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의 재난 응급상황 준비 및 대응에 공조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입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현재의 비상상황법을 기술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주가 비상상황 지원을 위한 지원 물품 및 기부를  받아들이고 NY-Text 비상 경보 시스템의 구현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우리는 어느 때보다 강력한 태풍이 뉴욕을 파괴하는 현실에 더욱 잘 대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재난에 대해 준비하고 대비하는 능력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며 

입법부는 이러한 노력을 위한 중요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평생 보기 드문 태풍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 되었지만 뉴욕주  정부는 모든 고난에 대처할 모든 수단을 활용할 것이라는 

확신을 주민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NYS 국토보안비상서비스국 Jerome M. Hauer 국장은 “현재 비상관리법의 업데이트로 뉴욕주의 

준비성과 대응 능력을 키우고 향후 태풍, 천연 재해, 기타 중요한 응급 상황에 민첩하게 대응하게 

될 것입니다.” 

 

이 새 법안은 보안관들은 특별 응급 상황을 특정 카운티에서 선포할 때 주지사에게 이를 통지하는 

방법으로써 팩스나 기타 전자식 방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응급 관리실(OEM)은 이제 공공 또는 민간 단체로부터 재난 응급상황을 준비, 대처 또는 극복하기 

위해 현금을 포함한 선물이나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부자와 수령자의 이름, 제공된 지원의 종류, 지원의 가치 등을 포함한 공공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할 예정입니다. 

 

이 새로운 법안은 비상 경보 메시지를 전송할 때 뉴욕주를 대신해 그 역할을 해주는 모바일 서비스 

공급업체 중개기관에게 법적 책임을 면제해줌으로써 NY-Text 시스템의 구현을 이끌어줄 것입니다. 

NY-Text 시스템은 비상 상황 발생 전, 발생 시, 발생 후 특정 지역에 있는 모든 무선전화로 대량 문자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본 법률안은 모바일 서비스 공급업체 중개기관이 타당하고 

신의성실하게 행동했을 경우 비상 상황 경보를 발송하여 생긴 결과 또는 비상 상황 경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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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송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우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뉴욕주가 

이러한 경보 시스템을 정착시키면서 잠재적 공급업체와 계약하는 어려움을 해소해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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