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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온라인온라인온라인온라인 시민시민시민시민 대비단대비단대비단대비단 훈련을훈련을훈련을훈련을 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 

 

뉴욕주민들에게뉴욕주민들에게뉴욕주민들에게뉴욕주민들에게 재난재난재난재난 및및및및 비상상황에비상상황에비상상황에비상상황에 대비하는대비하는대비하는대비하는 기본기본기본기본 지식을지식을지식을지식을 제공하는제공하는제공하는제공하는 온라인온라인온라인온라인 교육교육교육교육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온라인으로 시민 대비단 교육을 요약 형태로 제공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교육은 생생한 시민 대응단 교육 코스의 기본을 담고 있으며, 사람들에게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에서 요약 형태로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뉴욕의 이상 기후 패턴으로 한 가지 사항이 명확해졌습니다. 즉 재난 상황 발생 

시 우리 커뮤니티들이 올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모든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시민 대응단은 뉴욕주민들에게 자기 집에서 현장응급조치자가 되는 데 

필요한 도구와 지식을 제공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교육 세션을 제공함으로써 이 중요한 자원의 

영역을 크게 확대하면서 뉴욕주 전 커뮤니티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모든 뉴욕주민들께서는 이 

교육 기회를 잘 활용하여 응상 상황 발생 시 보다 잘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교육은 www.prepare.ny.gov/training-events에서 제공합니다. 이 사이트를 방문하여 “온라인 

교육 시작(Launch Online Training)” 버튼을 클릭하면 12분 짜리 동영상과 함께 학습한 내용을 

확인하는 간단한 퀴즈가 나옵니다. 

 

뉴욕주 시민 대비단 교육은 뉴욕주민들에게 재난 및 비상상황 발생 시 본인 자신, 가족 및 

커뮤니티를 보호하는 방법을 교육시키고자 하는 목표로 올해 2월에 시작하였습니다. 이 교육은 

국토안보비상대응서비스국의 비상사태관리사무소 및 소방방재사무소 전문가들이 제작하고 

육해군사무부(Division of Military and Naval Affairs) 소속 강사들이 참여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뉴욕주 전역에서 75여개의 실제 행사가 열렸습니다. 

 

국토안보비상대응서비스국장인 Jerome M. Hau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시민 대비단 교육 

클래스의 요약 교육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비상 상황에 처할 경우를 대비해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깨닫게 하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시민들에게 비상 대응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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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이해를 제공하면 생명을 구할 수 있고, 재난 발생 시 현장응급조치자 및 기타 비상 요원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뉴욕주 시민 대응단 교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www.prepare.ny.gov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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