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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뉴욕 국토 안보 및 비상 서비스부 (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 임명 발표 

 
Jerome M. Hauer는 뉴욕 국토 안보 및 비상 서비스부장으로 임명; Steven Kuhr는 행정 차장 

및 비상 관리실장으로 임명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Jerome M. Hauer를 국토 안보 및 비상 서비스부 (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 DHSES) 부장으로, 그리고 Steven Kuhr를 
국토 안보 및 비상 서비부의 행정 차장으로 임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Mr. Kuhr는 주 
비상 관리실장으로도 재임할 것입니다.  
 
국토 안보 및 비상 서비스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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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는 테러리즘 그리고 
인위적 또는 자연적 재해에 대한 준비 및 대응 책임이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제가 취임한 이후, 저의 행정부는 효율성을 높이고 뉴욕주민들에게 
결과를 조달할 방법들을 찾았보았습니다. Jerry와 Steve는 뉴욕의 국토 안보부 및 비상 
서비스부의 기록을 계속해나갈 수 있는 가장 적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들 분야의 
전문가들이며 우리의 작업을 강화시키고 이 중요한 기관이 뉴욕인들을 위해 더 잘 
일하도록 만들어 줄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충분한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주는 반드시 
재해 대응 및 국토 안보에 앞장서야 합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Jerome Hauer는, "뉴욕은 국내에서 가장 번창하고 인구가 많은 주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그로 인한 책임이 막중합니다. 저는 국토 안보 및 비상 서비스부장으로 일하게 되어 
기쁘며, 이 명망있는 임명에 대해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부서의 미션을 수행하고 
일천구백만의 주민 및 우리 주의 수많은 방문자들의 공공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Steven Kuhr는, "저는 Cuomo 주지사로 인해 다시 공무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그의 행정부는 Empire State를 재건하고 있으며, 뉴욕은 어떤 상황도 처리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뉴욕을 방문하고, 일하고, 고향으로 
부르기에 안전한 곳으로 만드는데 협력하기를 고대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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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rome Hauer는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의 거의 30년의 경험이 있으며, 그 중 대부분은 안전 
및 비상 관리 분야에 중점을 둔 것입니다.  Mr. Hauer는 현재 고객의 필요에 맞춰진 비상 
관리 해결책을 전 세계 공공 및 개인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자문 회사인 Hauer Group의 
최고 경영자입니다.  Hauer Group을 시작하기에 앞서, Mr. Hauer는 Fleishman-Hillard 
Government Relations의 국토 보안 실행의 공동-의장으로 재임했습니다.   
 
2002년부터 2003년까지, 그는 미국 보건 및 인적 서비스부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공중 보건 비상 대비실 (Office of Public Health Emergency Preparedness)의  
부차관 대행으로 재임했으며, 그는 생물학적, 화학적, 및 핵 테러를 포함하는 비상사태에 
대한 국가의 의료 및 공중 보건 준비와 대응에 대한 책임직을 맡았습니다.  2000-
2002년도에, 그는 Kroll Associates에서 위기와 결과 관리 그룹의 운영위원이었습니다.  Mr. 
Hauer는 1996-2000년도에는 뉴욕시의 비상 관리부장으로도 재임했습니다.   
 
뉴욕으로 돌아오기 전에, Mr. Hauer는 인디애나 주 비상 관리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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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로, Mr. Hauer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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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년에, Mr. Hauer는 미국 중부 지진 
협력단 (Central U.S. Earthquake Consortium) 이사회 의장직을   1년간 재임했습니다. 
1987년부터 1989년까지, 그는 뉴욕시의 비상 의료 서비스부 (Emergency Medical Services 
Department) -- 먼저는 부책임자로, 그리고 후에는 총책임자의 특별 보조원으로 
일했습니다.  
 
Mr. Hauer는 1980년부터 1983년까지 Harvard Medical School 및 Longwood Area Trauma 
Center의 연구원이었습니다.   1978년부터 1980년까지, Mr. Hauer는 적십자 혈액 서비스 
(Red Cross Blood Services)의 북동부 지역 연계 관리자였습니다.  Mr. Hauer는 1976년에  
New York University에서 B.A.학위를 받고  Johns Hopkins University School of Hygiene and 
Public Health 에서 1978년에 M.H.S 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영국의 Cranfield University에서 
박사학위 후보로서, 이번 12월에 학위를 얻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Steven Kuhr는 현재 비상 관리 및 국토 안보 자문 회사인 Strategic Emergency Group 
LLC에서 회장 및 최고 경영인으로 재임중으로, 그는 여러 민간 부문의 의뢰인 뿐만 
아니라 뉴욕주 국토 안보 및 비상 서비스부, 항만공사 (Port Authority of New York and New 
Jersey), 발달 장애인 부서 (Office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그리고 미 
국방부 (U.S. Department of Defense)를 포함하는   연방, 주, 및 지역 기관들을 감독합니다.  
 
Mr. Kuhr는 민간 부문에서 일하기 전에 뉴욕시에서 20년간 일했습니다.  그는 비상 관리실 
(Office of Emergency Management)의 운영 및 계획 부실장으로서, 치명적인 재해, 테러, 
극심한 날씨 및 중요한 시설 부실을 위한 프로그램을 관리했습니다.   그는 또한 뉴욕시 
소방부와 함께 EMS 특별 운영의 최고 부서장이었습니다.   



 

Korean 

 
Mr. Kuhr는 전 세계적으로 비상 관리 및 국토 안보에 대한 글을 쓰고 강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는 FEMA의 비상 관리 기관 (Emergency Management Institute)과 미 
국방부에서  부교수로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는 State University of New York에서 
Emergency Management Administration 전공으로 B.S. 를 획득했으며 현재는 Long Island 
University의 Homeland Security Management 분야에서 M.S. 학위를 끝내고 있습니다.  그는 
Albert Einstein School of Medicine에서 의료 종사자로 졸업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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