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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3년 10월 10일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뉴욕주의뉴욕주의뉴욕주의뉴욕주의 신입신입신입신입 소방관소방관소방관소방관 훈련훈련훈련훈련 프로그램프로그램프로그램프로그램 졸업생들을졸업생들을졸업생들을졸업생들을 축하축하축하축하  

 

19명의명의명의명의 직업직업직업직업 및및및및 자원봉사자원봉사자원봉사자원봉사 소방관들이소방관들이소방관들이소방관들이 주주주주 소방과학학교소방과학학교소방과학학교소방과학학교 훈련훈련훈련훈련 프로그램을프로그램을프로그램을프로그램을 졸업졸업졸업졸업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Montour Falls 소재 주 화재예방통제실의 소방과학학교에서 신입 

소방관 훈련(RFFT) 프로그램의 졸업생 19명을 축하하였습니다. 학생들은 13개 소방서 출신이며 

소방과학학교의 제66기 RFFT 반입니다. 

 

“화재예방 주간에 즈음하여 본인은 이 19명의 학생들이 우리 주의 엄격한 소방관 훈련 프로그램을 

졸업함으로써 그들이 제공할 극히 중요한 서비스를 위해 자신을 준비시켰음을 발표하게 되어 

기쁩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1984년 이래 1,700여명의 신입생들이 이 훈련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였습니다. 본인은 주 전역의 지역사회에서 동료 뉴요커들의 안전과 보안을 

확보함으로써 봉사의 부름에 응한 이 용감한 남녀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RFFT 수업은 길이가 11주이며 450 시간 이상의 격렬한 훈련은 직업 견습 및 비영구적 소방관을 

위한 뉴욕주 기준 규정을 초과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졸업생들은 소방관 I, 소방관 II 및 위험 

물질 작업에서 국가 자격증도 받습니다. 

 

뉴욕주 국토안보비상서비스과 커미셔너 Jerome M. Hauer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훈련은 우리 

주 소방관들이 선택한 직업에 적극 임할 때 직면하는 어떤 도전에도 적절하게 대비되도록 하기 

위해 필수적이고 중요한 측면입니다. 이 신입생들은 앞선 수 백명의 신입 소방관들처럼 어떤 

비상에든 대응하는 방법을 훨씬 더 잘 이해하여 자신의 지역사회로 돌아가서 동료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뉴욕주 소방 행정관 Bryant D. Stevens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RFFT 프로그램은 길고 힘들지만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학생들에게는 직업적으로 보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 소방관들의 노고와 

헌신에 찬사를 보내며 자신의 경력에서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10월 8일에 Cuomo 지사는 뉴욕주의 직업 및 자원봉사 소방관을 기념하는 2건의 선포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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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하여 제16차 연례 순직 소방관 추모식을 기념하였습니다. 주지사의 선포문은 10월 8일을 연례 

소방대원 감사의 날(Firefighter Appreciation Day)로 정하고, 10월 6일-12일을 뉴욕주의 연례 화재 

예방 주간(Fire Prevention Week)으로 정했습니다.  

 

제66기 신입 소방관 훈련 프로그램 반은 다음 소방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RLINGTON 소방서소방서소방서소방서 (Dutchess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Joseph M. Cruz 

Christopher D. Rinck 

 

BRIGHTON 소방서소방서소방서소방서 (Monroe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Casey J. Lynk 

 

CORTLAND 소방서소방서소방서소방서 (Cortland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Travis J. Marshall 

 

GATES 소방서소방서소방서소방서 (Monroe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Jared Kase 

 

HERKIMER 소방서소방서소방서소방서 (Herkimer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Kenneth M. Scanlon 

 

HOPEWELL 소방서소방서소방서소방서 (Ontario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Scott D. Brotherton 

 

JOHNSON CITY 소방서소방서소방서소방서 (Broome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Jared R. Mink 

Kevin Shoemaker 

 

LAKE MOHEGAN 소방서소방서소방서소방서 (Westchester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Stephen J. Myllek 

 

NIAGARA FALLS 소방서소방서소방서소방서 (Niagara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Stephen V. Barone 

David P. Soper 

Robert T. Swartz 

 

NORTH GREECE 소방서소방서소방서소방서 (Monroe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Scott W. McCafferty 

Anthony M. Milit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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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TONAWANDA 소방서소방서소방서소방서 (Niagara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Nicholas M. Johnson 

James M. Urban, Jr. 

 

ONEIDA 소방서소방서소방서소방서 (Madison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Donald J. Premo 

 

RIDGE-CULVER 소방서소방서소방서소방서 (Monroe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Lucas W. Burkovic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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