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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실종 취약어른 찾기 위한 주 전체 경보 시스템 실행 발표 

 
주 전체의 공공 통지 시스템으로 실종 취약어른을 찾는데 도움 기대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주 전체의 경보 시스템이 실종된 취약어른을 찾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실종 어른 경보(The Missing Adult Alerts)” 시스템은, 전국의 Amber 경보 
프로그램과 유사하며, 지역 경찰들이 인지 장애가 있는 뉴욕인이 실종됬을 때, 그 지역에 알릴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The Missing Adults Alert 시스템은 경찰관이 실종된 노인들과 장애 뉴욕인들을 찾아 집에 무사히 
돌려보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라고 Cuomo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실종된 아동들을 
찾아내고 있으며, 이제는 취약어른을 찾는데에도 동일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인지 장애, 정신 장애, 또는 뇌 부상이 있는 어른들은 방향감각 상실 및 혼란을 경험하여 길을 잃고 
배회하는 수가 있습니다. 실종 어른들은 그들이 처한 위험을 거의 인식하지 못하고 종종 도움을 
구하지도 못합니다. 알츠하이머 협회(Alzheimer's Association)에 의하면, 치매가 있는 사람들의 60% 
이상이 배회하며, 24시간 내에 찾아내지 못하면, 50%는 사망을 포함,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실종된 치매, 알츠하이머, 또는 인지 장애가 있는 어른들에 관한 신속한 정보 보급을 
제공하는 경보 시스템을 만든 새로운 법안에 지난 7월 서명했습니다. 현재 주에서 사용중인 Missing 
Persons Clearinghouse와 Amber 경보를 발행하여 실종아동을 찾고 있는 주경찰은 이제 실종 취약어른을 
찾는 것에도 활성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신속한 정보 보급을 위한 포스터 배포, 24시간 무료 
핫라인, 지역 방송과의 협력을 포함합니다. 이 경보를 받기를 원하는 분은 NY-ALERT 시스템을 통해 
경보받기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할 웹사이는 www.nyalert.gov 입니다. 
 
공공 안전부(Public Safety)의 부장관인 Elizabeth Glazer는, “매년, 수 백명의 뉴욕 어른들이 지인들이 
알지 못하는 채, 집에서 멀리 나와 몇 시간동안 배회합니다. Cuomo 주지사께서 서명한 새 법안은 우리 
경찰이 실종 어른에 대한 정보를 알리고 뉴욕인들에게 주변에 경찰의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사람들을 
찾아보는 기회를 줄 것입니다.” 
 
John Defrancisco 상원의원은, “새로운 Missing Adult Alert 시스템으로, 뉴욕은 취약어른들이 실수로 집 
멀리서 배회할 때 일어날 수 있는 비극으로부터 그들을 더 잘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몇 년 전 이 곳 
Syracuse에서 알츠하이머를 앓던 한 여성이 밤 늦게 집을 떠나 많은 위험요소를 겪으며 코네티컷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저는 Cuomo 주지사가 이 프로그램을 제정하는 법안에 서명하여 법으로 재정한 것에 
찬성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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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liam Magnarelli 하원의원은, “뉴욕주는 오늘 인지 장애가 있는 실종 노인을 찾아 귀가시키는 중요한 
새 시스템을 실행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취약어른이 있는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분이 실종되었을 때 
주에서 도울 준비가 되있다는 것을 확신시켜 줄 것입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것에 Cuomo 주지사께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Alzheimer's Association Central New York Chapter의 연합 공동회장 및 최고 행정 위원장인 Catherine 
James는, “뉴욕주 알츠하이머 협회 지부 연합(The Coalition of New York State Alzheimer's Association 
Chapters)은 형법 서비스부 내에 실종 취약어른 경보 시스템이 설치된 것을 매우 기쁘게 받아들이며, 
새로운 경보 시행을 위한 Cuomo 주지사와 부서의 지도력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연합은 
알츠하이머병을 위한 선두 지지 및 지원자로 수년간 이 경보의 창안을 활발하게 추구해 왔습니다. 이 
시스템은 이 병을 앓고 있는 330,000명 이상의 뉴욕 가정들에게 더 큰 마음의 평안함을 제공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New York State Broadcasters Association 회장인 David L. Donovan은, “우리는 실종 취약어른 프로그램 
창안에 박수를 보냅니다. 뉴욕 전반의 라디오 및 텔레비젼 방송국들은 AMBER경보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되어왔습니다. 실종 취약어른을 위한 유사한 경보 시스템의 창안은 여러 
목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주 전체의 방송사들은 경찰 및 실종인 클리어링하우스와 협력하여 이 중요한 
경보 프로그램의 실행에 도움이 되기를 고대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New York State Amber Alert Partners의 회원이자 Colonie 경찰청장인 Steven Heider는, 경찰청장 
협회(Association of Chiefs of Police)를 대표하여, “경찰청 입장에서, 우리가 취약 어른을 대하는 데 
있어서, 실종인이 더 증가하고 있는 요즘에 이 변화로 인해 더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처럼 유동적인 사회에서, 이와 같은 어른들이 차로 이동하게 될 위험성이 더 크며, 즉 이분들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 이런 법안의 통과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New York State Amber Alert Partners의 회원이자 Putnam 카운티 보안관인 Donald B.Smith는, 뉴욕주 
보안관 협회(New York State Sheriffs' Association)를 대신하여, “우리는 Cuomo 주지사와 뉴욕주 
입법부가 Amber 경보 프로그램과 동일한 종류의 보호를 위한 이 중요한 법안을 통과시켜, 경찰력이 
실종된 인지 장애 어른들을 찾는데에 시민들의 도움을 받도록 도와주신 것에 대해 강력하게 지지하며 
또 감사드립니다. 경찰력은 모든 시민을 섬기고자 분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 취약한 인구-즉 
아동-청소년과 취약어른들에게 특별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법안은 우리로 하여금 실종 
아동에게 제공하는 즉각조취와 동일한 종류의 공공 경고 시스템을 취약어른들께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지 장애로 인해 실종되는 이들의 95%는 집 또는 마지막으로 보인 장소로부터1/4마일 이내에서 
발견됩니다. 실종인을 발견하거나, 실종인 경고에서 발표한 차량을 발견했다고 생각하는 뉴욕인들은 
즉시 911번에 전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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