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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지역 비상 관리 승인 프로그램 발표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 주지사의 2017년 시정 연설에서 처음 제안된 주 전체 기준 발표 

 

오네이다 카운티 비상서비스부(Oneida County Department of Emergency Services), 

뉴욕주에서 첫 번째로 인증 획득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미국 전역의 지역 비상 관리 기관을 대상으로 한 주 

정부 수준의 프로그램 중 첫 번째로 뉴욕주 지역 비상 관리 인증 프로그램(New York 

State Local Emergency Management Accreditation Program)을 발표했습니다. 뉴욕주 

비상 관리 협회(New York State Emergency Management Association)와 협력하여 

개발한 이 프로그램은 주지사의 2017년 시정 연설에 명시되어 있으며, 지역 비상 

관리국이 고유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일련의 기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비상 관리 전문가들이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재난에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상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 최초의 프로그램은 주 정부 및 지방 정부가 공조하여 공공 

안전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모델이 될 것이며, 뉴욕 전역의 커뮤니티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카운티가 이 최고 수준의 인증을 획득할 것을 권장합니다.”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 커미셔너(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 Commissioner) John P. Melville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인증 

프로그램은 뉴욕주 비상 사태 관리 훈련을 더 발전시키려는 노력의 또 다른 예입니다. 

이번 성과로 시민들에게 그들의 카운티가 인재 및 자연 재해 발생 시 뉴욕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준비된 전문가 및 혁신적 비상 관리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 

줍니다. 오네이다 카운티 비상서비스국(Oneida County Department of Emergency 

Services)의 훌륭한 성과를 축하드립니다.”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 비상서비스 부커미셔너(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 Deputy Commissioner of Emergency Services)이자 



뉴욕주 비상관리국장(Director of the State Office of Emergency Management)인 

Kevin Wisely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자체를 위한 미국 최초 비상 관리 인증 

프로그램인 NYSEMA (New York State Emergency Management Association)와 

파트너십을 맺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 비상 관리부를 위해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을 설립하고 궁극적으로 뉴욕주 전역에 더욱 강력한 비상 관리 

프로그램을 위한 더 나은 프레임워크를 구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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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 비상관리국(New York State 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 Office of Emergency Management)과 

뉴욕주 비상 관리 협회(New York State Emergency Management Association)는 지난 몇 

개월 동안 오네이다 카운티 비상관리부(Oneida County Department of Emergency 

Services)와 이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했습니다. 오네이다 카운티 관계자는 프로그램 

평가자와 협력하여 21개의 기준에 따라 기관의 전반적 능숙도를 평가했습니다. 

 

오네이다 카운티의 비상 관리 정책 및 실무는 행정, 교육, 시민의 재난 대비, 사고 현장 

지휘 체계의 사용, 긴급 통신, NY Responds, 피해 평가, 잔해 관리 및 사고 복구를 포함한 

비상 관리의 모든 중요 측면에서 기준을 충족 또는 초과했습니다. 오네이다 카운티 

비상서비스부(Oneida County Department of Emergency Services)는 뉴욕주 최초의 

카운티 비상관리부로 이 프로그램에 따라 인증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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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이자 리빙스턴 카운티 비상 관리국장(Livingston County Emergency Management 

Director)인 Kevin Niedermai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인증 프로그램은 오랫동안 

NYSEMA의 우선 사항이었습니다. 비상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기관들이 기꺼이 

인증을 획득하는 데 노력하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비상 관리 시스템이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강력한 기반을 제공합니다.” 

 

오네이다 카운티 행정책임자(Oneida County Executive) Anthony J. Picente, J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911 시스템을 통합하고 비상 관리 시스템에 투자했을 때, 지역의 

비상 상황 처리 시 오네이다 카운티를 더 안전하고 더 능숙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오늘의 인증은 그 투자의 증거입니다. 우리 카운티가 뉴욕주 및 미국 

전역의 카운티를 위한 모델로서 봉사할 수 있게 되어 자부심을 느낍니다. 다양한 공공 

안전 문제에 대한 최선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이 프로그램을 창안하신 Andrew Cuomo 

주지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네이다 카운티 비상서비스부 국장(Director of the Oneida County Department of 

Emergency Services) Kevin Revere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인증 절차가 매우 

가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뉴욕주에서 첫 번째로 인증을 받은 카운티가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네이다 카운티 시민을 보호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이정표를 

http://www.dhses.ny.gov/oem/ema/documents/NY-EM-Accreditation-Program-Guidance-Standards.pdf


추친하도록 격려해 준 오네이다 카운티 행정책임자(Oneida County Executive) Anthony 

Picente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또한 이 기회를 만들어 주신 뉴욕주 

비상관리국(Office of Emergency Management)과 NYSEMA, 열심히 일해 준 저희 

팀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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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된 자료가 모두 확보되면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은 심사를 위해 최소 

2명 이상의 숙련된 평가팀을 선출할 것입니다. 

 

심사에는 필요한 계획 및 문서의 추가 검토 및 필요 시 비상 사태 관리자, 스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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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York 

State Local Emergency Management Accreditation Program)에 대한 추가 정보는 

이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 소개 

 

뉴욕주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과 산하의 네 개 기관, 즉 비상관리실, 화재 예방 제어실, 상호운용 및 비상 

커뮤니케이션실, 대테러실은 테러 및 기타 인재와 천재, 위협, 화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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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방문하거나, 트위터에서 @NYSDHSES 를 

팔로우하거나, dhses.ny.gov를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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