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8년 2월 13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리빙스턴 카운티, 뉴욕시, 브룸 카운티의 주 비상 관리 인증 획득에 대해 

발표  

  

리빙스턴 카운티, 뉴욕시, 브룸 카운티는 오네이다 카운티와 협력하여, 지역 비상 관리 

인증 프로그램(Local Emergency Management Accreditation Program)에서 인증을 

획득한 최초의 비상 관리 조직으로서 활동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리빙스턴 카운티 비상관리국(Office of Emergency 

Management), 뉴욕시 비상관리부(Emergency Management Department), 브룸 카운티 

비상서비스국(Office of Emergency Services)이 지역 비상 관리 인증 프로그램(Local 

Emergency Management Accreditation Program)의 일부로서 인증을 획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지사의 2017 시정 방침(2017 State of the State)에서 처음 제안된 이 

인증 프로그램은 미국 내 지역 비상 관리 기관을 위한 최초의 국가 수준 프로그램입니다. 

리빙스턴 카운티, 뉴욕시, 브룸 카운티는 오네이다 카운티와 협력하여, 주 내에서 이 

인증을 획득한 최초의 4개 비상 관리 조직으로서 활동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인증은 우리의 공공 안전 기관이 가장 최신 

교육을 받고 비상 상황에 대응 시 최고의 대응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기관들은 21개의 여러 기준에서 그들의 역량을 증명해 보였으며, 저는 기타 기관들이 더 

강력하고 안전한 뉴욕을 만들기 위해 이 인증의 획득을 추구하고 저희와 함께할 것을 

장려합니다.”  

  

뉴욕주 비상 관리 협회(New York State Emergency Management Association)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개발된 이 프로그램은 지역 비상 관리국이 전문적인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일련의 기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은 이 

프로그램을 관리 및 운영하는 지역 비상 관리 인증 위원회(Local Emergency 

Management Accreditation Council)를 대신하여 이 프로그램을 관리합니다. 리빙스턴 

카운티, 뉴욕시, 브룸 카운티는 뉴욕주 전역의 비상 관리 전문가들이 참석한 2018 뉴욕주 



 

 

비상 관리 협회 겨울 콘퍼런스(2018 New York State Emergency Management 

Association Winter Conference)에서 그들의 각 업적을 인정받았습니다.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의 Roger L. Parrino, Sr.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역 비상 관리 인증 

프로그램(Local Emergency Management Accreditation Program)은 뉴욕주 비상 관리 

협회(New York State Emergency Management Association)와의 강력한 파트너십과 

비상 관리 지역사회에 대한 노력의 또 다른 사례입니다. 저는 오늘 지도력을 인정받은 

기관들에 박수를 보냅니다. 뉴욕주의 지역 비상 관리 기관들은 목표를 달성하고 그들의 

역량을 증명해 보이기 위한 국가 수준의 기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기대치를 높이고 비상 관리 규율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인증 프로그램은 뉴욕주 내 사전 대책을 강구하는 지역 비상 관리 기관을 강조 및 

홍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메커니즘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인증은 5년 동안 유효하며, 5년 

후에 재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브룸 카운티 비상서비스국(Office of Emergency Services)의 Michael Ponticiello 

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더욱 회복력 있는 브룸 카운티와 주민들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가 재난 상황에 대비하고 대응하도록 돕는 것은 우리 

비상 관리 프로그램(Emergency Management Program)의 핵심 기능입니다. 이 인증 

과정을 완료한 뉴욕주 최초 카운티 중 하나가 되는 것은 매우 기쁜 일입니다. 이는 또한 

저희가 뉴욕 비상 관리의 최전선에 서 있기 위한 올바른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리빙스턴 카운티 비상관리국(Office of Emergency Management)의 Kevin 

Neidermaier 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여기 리빙스턴 카운티에서 강력한 비상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 인증이 바로 저희의 

노력을 입증합니다. 저는 카운티 지도부와 수많은 기타 파트너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그들의 지속적인 도움이 없었다면 이 인증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특히 이 인증 계획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모든 방향으로 비상관리국(Office of Emergency Management)을 

운영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제공해 준 Ian Coyle 카운티 관리자님께 감사드립니다.”  

  

뉴욕시 비상관리부(Emergency Management Department)의 Joseph Esposito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공식적인 인증은 비상 상황 전, 후 및 비상 상황 도중 

뉴욕 주민들을 돕기 위한 뉴욕시 비상관리부의 끊임없는 노력을 강조합니다. 저희는 이 

인증을 받은 최초의 4개 비상 관리 기관 중 하나가 되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저희는 

또한 재난 대비, 교육, 대응 및 회복에 대한 혁신적이며 사전 대책을 강구하는 접근법을 

개발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이 인증을 획득하려는 지역 비상 관리국은 인증 기준을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정책, 계획 

및 문서를 작성 및/또는 개발해야 합니다. 필요한 모든 문서는 NY Responds 웹 포털에 

공유 및 업로드되어 현장 점검에 앞서 자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과 뉴욕주 

비상 관리 협회(New York State Emergency Management Association)는 준비 단계에서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은 요청된 자료가 모두 확보되면 심사를 위해 최소 2명 이상의 

숙련된 평가팀을 선출할 것입니다.  

  

심사에는 필요한 계획과 문서의 추가 검토 및 필요 시 비상 상황 관리자, 스태프 등과의 

인터뷰가 포함됩니다. 비상 관리국은 각 기준 및 관련 표준을 어떻게 충족하는지 입증, 

문서화 및 명료화할 책임이 있습니다. 인증을 받기를 원하는 지역 비상 관리국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에 제출해야 합니다.  

  

프로그램 안내, 자격 및 기준을 비롯한 뉴욕주 지역 비상 관리 인증 프로그램(Local 

Emergency Management Accreditation Program)에 대한 추가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 소개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은 테러 및 기타 인재, 천재, 위협, 화재, 기타 비상 상황 발생 시 이를 예방하고, 

이로부터 보호하고, 대비하고, 대응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 시 복구할 수 있는 활동을 

위해 리더십, 공조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페이스북 방문, 

@NYSDHSES 트위터 팔로우 또는 dhses.ny.gov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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