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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뉴욕주 전역 동물 수상 구조 훈련 첫 번째 주간 발표 

 

뉴욕주, 주도 지역 최초 훈련을 위해 ASPCA와 팀 이뤄. 언론 취재는 6월 4일 일요일 

가능  

 

수난 상황에 처한 애완동물을 돕는 수상 인명 구조 기술을 제공하는 실전 훈련 

 

주 전역의 약 48여 개의 커뮤니티 동물 구조 팀과 긴급 서비스 지원 회원이 참여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는 미국 동물 학대 방지 협회®(American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s®, ASPCA)와의 파트너십으로, 뉴욕주 

커뮤니티 동물 구조 팀과 비상 대응 기관의 회원에게 중요 동물 수상 구조 훈련을 

제공하는 주 전역 재난 대응 부트캠프 트레이닝을 최초로 실시하고 있음을 

발표하였습니다. 6월 3, 4일에 뉴욕주 농업시장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Markets)의 동물산업부와 ASPCA는 올버니 카운티 퓨라 부시(Feura 

Bush) 로손 호수(Lawson’s Lake)에서 주 전역 7개 지역 대표 참가자들과 훈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코스는 긴급 구조원, 동물 관리 공무원 및 자원봉사자에게 실전 구명 

훈련을 제공하여 수난 상황 시 애완동물을 보다 잘 구조할 수 있도록 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예측 불가능한 심각한 기상 

상황이 지구 전역에서 현실화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뉴욕주 전역의 뉴욕 주민들에게 

중요한 동물 구조 훈련을 제공하여 비상 상황 시 동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합니다.” 

 

6월 2일 NYS 농업시장부(NYS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Markets)에서 실내 훈련 

주말 강의가 시작됩니다. 6월 3, 4일 수상 야외 훈련이 실시됩니다. 게조(憩潮) 구조 

과정은 실습으로 장비 및 안전, 수상 구조 기술 및 보트 조종술을 다루게 됩니다. 

 

훈련 사진 촬영 및 언론 취재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6월 4일 일요일 

오전 10시 - 오후 12시 

로손 호수 방문자 센터(Lawson’s Lake Visitor’s Center) 

293 Lawson Lake Road 

Feura Bush, NY 12067 (호수까지 언론 관계자를 안내하는 표지판이 설치될 예정) 

 

뉴욕주 농업부 커미셔너 Richard A. Ball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자주 목격해 

왔듯이, 북동부의 날씨는 예측 불가능하며 빠르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번 훈련은 

뉴욕주 전역의 동물 지원 팀과 자원봉사자들에게 큰 자산이 되어 비상 사태 시 

애완동물을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는 입증된 방법이며, 이런 중요한 노력을 

기울이는 데 ASPCA와 파트너십을 맺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ASPCA 재난 대응 수석 책임자 Dick Green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특화된 

동물 구조 훈련은 재난 발생 시 보다 많은 애완동믈을 보호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ASPCA는 NYS 농업시장부(NYS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Markets)와 

함께 이 인명 구조 이니셔티브에 참여하고, 뉴욕주 전역의 애완동물과 주인을 보호하기 

위해 현지 기관의 구난 기술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도울 기회를 얻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ASPCA 현장 조사 및 대응 팀(ASPCA Field Investigations and Response Team)은 

전국의 자연재해에 수시로 대응하고, 재난 및 학대 상황 시 동물을 효율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지역 커뮤니티에 필요한 자금, 훈련 및 전문가를 지원합니다. 재난 대응 부트캠프 

프로그램(Disaster Response Bootcamp Program)은 2014년 ASPCA와 Green 박사가 

개발하였습니다. 이는 미국 전역의 다양한 지역에서 12차례 개최되었습니다. 뉴욕주는 

홍수를 포함한 자연재해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이 프로그램의 우선 순위 지역으로 

간주됩니다.  

 

올버니, 브룸, 더치스, 쇼하리, 사라토가, 나이아가라 카운티 커뮤니티 동물 지원 

팀(Community Animal Response Teams)이 훈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의용 

소방서 외에도 다음과 같은 비상 대응 기관, 동물 보호소 및 주정부 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 올버니 카운티 보안관  

• 올버니, 렌셀러 동물 지원 프로젝트  

• 미국 적십자(American Red Cross) 

• 컬럼비아 그린 휴먼 소사이어티(Columbia Greene Humane Society) 

• 엘마이라 경찰국 및 엘마이라 동물관리국(Elmira Police Department and Elmira 

Animal Control) 

• 이리 카운티 비상 서비스국(Erie County Emergency Services) 

• 길더랜드 경찰국 및 길더랜드 동물관리국(Guilderland Police and Guilderland 

Animal Control) 



• 모호크 허드슨 휴먼 소사이어티(Mohawk Hudson Humane Society) 

• 보건부 (NYS Department of Health, DOH) 

• NYS 비상 서비스국(NYS Office of Emergency Services) 

• 쇼하리 키운티 비상 서비스국(Schoharie County Emergency Services) 

• 예이츠 카운티 비상 관리국(Yates County Emergency Management) 

 

올버니 카운티 보안관실(Albany County Sheriff’s Office)과 올버니 카운티 행정국이 훈련 

계획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국토안보국(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및 올버니 조정 센터(Albany Rowing 

Center)가 장비를 기증했으며 훈련용 보트를 농업시장부 및 ASPCA에 대여하였습니다.  

 

뉴욕주 농업시장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Markets) 수의사 

David Smith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물의 안전은 우리의 최우선 순위 중 

하나이며, 이번 훈련 프로그램은 동물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주정부의 역량을 강화할 

좋은 방법입니다. 실내 수업과 실전 훈련을 결합함으로써, 이번 부트캠프는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종합적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뉴욕주에서 최초로 실시되는 훈련에 

ASPCA와 협력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버니 카운티 행정책임자 Daniel P. McCoy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긴급상황 대처자를 

대상으로 하는 구조 훈련을 제공하는 ASPCA와 농업시장부(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Markets)를 도울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훈련은 기상 관련 응급 상황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는 허리케인 아이린(Hurricane 

Irene)과 열대폭풍 리(Tropical Storm Lee)가 바로 이곳에 상륙하였을 때 이러한 구조의 

필요성을 실감했습니다.” 

 

올버니 카운티 보안관 Craig Apple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기적으로 순찰하는 

올버니 카운티는 풍부한 개방 수역을 갖추고 있습니다. ASPCA와 NYS 농업시장부(NYS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Markets)가 제공하는 이러한 유형의 동물 수상 구조 

훈련은 이런 유형의 사건 발생 시 긴급상황 대처 부서와 CART가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장비 및 훈련을 지원하고 협력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ASPCA® 소개 

1866년 설립된 미국 동물 학대 방지 협회®(American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s®)는 북미 지역 최초의 동물 복지 기관으로, 동물의 권리를 주장하는 

국가적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0만 명 이상의 후원자들이 지지하는 ASPCA의 

사명은 미국 전역의 동물 학대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501(c)(3) 비영리 법인으로서, ASPCA는 학대 방지, 커뮤니티 봉사활동 및 동물 의료 

서비스 분야의 국가적 리더입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려면 

www.ASPCA.org를 방문하거나 Facebook, Twitter, Instagram에서 ASPCA를 

http://www.aspca.org/
http://www.facebook.com/aspca
https://twitter.com/
http://www.instagram.com/aspca


팔로우하세요. 

 

NYS 농업시장부(NYS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Markets) 소개 

 

농업시장부는 그 소속의 다양한 부서와 프로그램을 통해서, 뉴욕 농업과 그 고품질의 

다양한 제품들을 홍보하고, 농업 환경 보호를 증진하며, 뉴욕 농업의 생존과 성장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 주의 식품 공급, 토지 및 가축을 보호합니다. 농업시장부의 토지 및 

수자원부(Land and Water Division)는 농지 보호, 보전 및 선행 환경관리를 통해 

뉴욕주의 토지 및 수자원을 보호하려 노력합니다. 

 

농업시장부는 그레이트 뉴욕주 박람회(Great New York State Fair)를 운영하고, Taste 

NY 이니셔티브, FreshConnect, 뉴욕주 재배 인증(New York State Grown and 

Certified)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Facebook, Twitter 및 Instagram에서 

농업시장부 소식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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