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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6년 5월 16일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ANDREW M. CUO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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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 주지사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허리케인허리케인허리케인허리케인 대비대비대비대비 주간주간주간주간 선포선포선포선포 

 

뉴욕시민들에게뉴욕시민들에게뉴욕시민들에게뉴욕시민들에게 허리케인허리케인허리케인허리케인 시즌시즌시즌시즌 동안동안동안동안 가구가구가구가구, 시민시민시민시민, 기업들이기업들이기업들이기업들이 준비의준비의준비의준비의 중요성을중요성을중요성을중요성을 상기시켜주는상기시켜주는상기시켜주는상기시켜주는 
연간연간연간연간 캠페인캠페인캠페인캠페인 제공제공제공제공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선포문을선포문을선포문을선포문을 보려면보려면보려면보려면 여기여기여기여기 클릭클릭클릭클릭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5월 15일부터 21일까지 한 주를 뉴욕주의 허리케인 

대비 주간으로 선포했습니다. 이 연간 캠페인은 주민들이 해안 폭풍과 허리케인으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뉴욕주 당국 및 국립 기상 서비스뿐 아니라 

지방 자치단체, 자원 봉사자 및 민간 단체의 자원을 하나로 모읍니다.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는”기후 변화는 기상 이변을 새로운 현실로 만들었기 때문에 

뉴욕시민들이 그러한 위험을 이해하고 자연이 가하는 피해를 준비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시민들이 향후 대폭풍에 대비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다음 폭풍이 상륙하면 최대한 대비하기 위해 당국의 예측과 대응에 대한 

조정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야 합니다.” 

 

기상 대비는 가정에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뉴욕주는 주민들이 어떤 유형의 재난에도 

대비하고, 그에 따라 대처하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재난 이전 상태로 복구할 수 

있도록 도구와 자원을 확보하게끔 시민 대응반 교육(Citizens Preparedness Training) 

과정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100,000명이 넘는 뉴욕시민들이 이 프로그램 

과정을 이수했습니다. 

 

교육 세션은 뉴욕주 방위군이 지휘하고, 국토안보긴급대응서비스과 비상관리실 및 

화재예방통제실 소속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진행합니다. 교육 참가자는 가족의 긴급 상황 

계획 수립 및 비상용품 비축을 포함해 재난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조언을 받습니다. 시민 대응반에 대한 정보와 훈련 가입 방법 습득은 직접 내사하시거나 

온라인(prepare.ny.gov)으로 방문하십시오.  

 

이러한 준비를 위한 네 가지 기본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획을계획을계획을계획을 세운다세운다세운다세운다: 집, 학교, 직장 및 바깥에 있을 때의 귀하와 귀 가족을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몸을 피할 안전한 곳을 알아두고 경고 발생 시 어떤 조치를 취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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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놓아야 합니다.  

 

2. 응급응급응급응급 키트를키트를키트를키트를 준비한다준비한다준비한다준비한다: 응급 키트는 7-10일 지속할 수 있는 것으로, 최소 손전등, 

라디오, 추가 배터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라디오는 국가 기상청에서 전하는 방송을 

곧바로 수신하기 때문에 날씨 상황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집과 

차 안에 응급 키트를 준비해놓도록 하십시오. 가족에게 필요한 의료 필요사항(예, 

의약품)을 준비해두고, 애완동물을 위한 응급 용품들도 마련해두십시오. 

 

3. 외부외부외부외부 소식을소식을소식을소식을 놓치지놓치지놓치지놓치지 마십시오마십시오마십시오마십시오: 비상경보시스템(EAS) 메시지를 방송하는 TV와 라디오 

방송국에 귀를 기울이시고 현지에서 긴급 명령이 발표되면 그에 따르십시오. 또한 

www.nyalert.gov를 방문하여 NY Alert에 가입하시고 컴퓨터나 휴대폰을 통해 긴급 

정보를 수신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중요한 긴급 정부를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입니다. 

 

4. 참여하십시오참여하십시오참여하십시오참여하십시오: 귀하와 귀 가족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려면 현지 

응급관리실을 방문하도록 하십시오. 미국적십자 , New York Cares, 또는 구세군과 같은 

단체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해보십시오. 재난 대응 자원봉사 기회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면 Citizen Corps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John P. Melville 국토보안비상본부장은국토보안비상본부장은국토보안비상본부장은국토보안비상본부장은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DHSES는 이 중요한 

교육적 노력에 참여하는 타 주당국, 지역자치부 및 연방 당국과의 협력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해안 폭풍과 허리케인은 광범위한 홍수와 정전을 일으키고, 수천여 명의 

인명을 앗아가고, 상당한 재산 피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뉴욕주민들은 가족 

비상 계획을 검토하고 해당 자동차 및 직장과 가정에서 비상용품 비축 여부를 확인하여 

2016년 허리케인 시즌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Lisa Bova-Hiatt 주정부주정부주정부주정부 산하산하산하산하 태풍태풍태풍태풍 복구복구복구복구 전무전무전무전무 이사이사이사이사는 “수 많은 주 및 연방 정부 기관의 

공동 노력을 통해, 우리는 매일 뉴욕을 더 강하고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고 

말했습니다. “허리케인 대비 주간(Hurricane Preparedness Week)은 준비가 가정에서 

비롯된다는 중대한 알림 역할을 담당합니다. 아직 Sandy, Irene 및 Lee의 여파가 아직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태풍이 상륙할 경우 뉴욕시민은 이에 대처하고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깊은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Anthony German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소장소장소장소장 부관부관부관부관은 “남녀 뉴욕주 방위군은 뉴욕시민들에게 개인과 

가족 대비의 기본을 알려준 Cuomo 주지사의 시민 대응반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동료 시민들이 허리케인, 기타 날씨 관련 

재해, 기타 비상 사태에 대비할 수 있게 돕는 것은 주정부 프로그램의 목표입니다. 시민 

군인들과 공군 사병들은 비상 사태를 약화시키고 더 빠르게 복구할 수 있는 계획과 

준비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허리케인 Irene, 열대성 폭풍 Lee 및 허리케인 Sandy와 같은 파괴적인 폭풍이 지나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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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는 태풍 대처 및 완화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주 전역에 걸쳐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국토보안 및 비상서비스부, 주정부 산하 폭풍 복구반, 육해군 담당 부서, 

환경 보존부, 공공 사업부, 교통부, NY/NJ 수도권 교통 및 항만 당국 등 뉴욕주 기관 간의 

조정 노력을 통해 뉴욕주는 기상 이변에 대한 대처 및 대응을 강화하는 수 많은 혁신적인 

프로젝트에 착수했습니다. 

 

작년, Cuomo 주지사는 재난 또는 비상사태 발생 시 Albany에 있는 뉴욕주 

비상작전센터(Emergency Operations Center)와 카운티 산하 긴급 행정 담당자를 

연결하고 모든 카운티에 걸쳐 무료로 제공되는 범용 긴급 관리 소프트웨어인 NY 

Responds의 제작 및 출시를 발표했습니다. 1단계 완료 시 지방정부와 주정부기관 모두 

사건 보고와 지원자료 요청부터 자산과 기상 상태의 실시간 추적까지 중요한 재난 관련 

정보를 제출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2단계에서 카운티는 전화, 라디오, 비디오 및 파일 공유를 하나의 상호작동 가능한 

애플리케이션과 NY Responds 일반 운영 이미지로 통합하는 솔루션인 Mutualink의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게 됩니다. 비상 관리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은 어떤 악천후가 

발생하더라도 대비, 대응 및 복구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NY Responds 외에도 뉴욕주는 악천후의 영향을 잘 이해하고 대비하기 위해 NY 

Responds를 통해 실시간 기상 정보를 제공하게 될 NYS Mesonet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NYS Mesonet에 대한 상세 정보는 http://nysmesonet.org/를 방문하십시오.  

 

잠재적인 악천후에 미리 준비하는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http://www.dhses.ny.gov/aware-prepare를 방문하십시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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