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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오모 주지사는 치명적인 홍수에 대비하기 위한 3 일 간의 연방, 주 및 지방 정부 합동 

훈련을 발표하였습니다.  

 

"Mohawk Cresting" 훈련은 연방, 주 및 지방 정부의 대응 및 복구 계획 및 대비 상태를 

테스트합니다.  
 

미래의 폭풍우를 대비해기 위해 열대 폭풍우 리와 아이린과 비슷한 긴급상황을 
시뮬레이션합니다. 

 

 

주지사 앤드류 M. 쿠오모는 오늘 Mohawk Valley 도처의 지방 정부 및 지역 주민이 

치명적인 홍수에 대비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악천후 훈련이 7 월 12 일부터 7 월 

14 일까지 진행될 것임을 발표하였습니다. 슈퍼스톰 리와 아이린이 Mohawk River 의 

심각한 홍수와 뉴욕 북부의 재난 지역의 원인이 된 후로, 국토 안보 및 비상사태부는 

뉴욕 시의 향후 기상 재난 대응 계획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Mohawk Cresting”은 국토 안보 및 비상사태 부서가 준비하고 주관한 3 일 간의 

기능적 훈련입니다. 이는 올버니에 위치한 주 비상사태 관리부와 콜츠넥 뉴저지에 

위치한 연방 비상사태 관리부 지역 II 지역 운영 센터에 심각한 재난을 시뮬레이션 하게 

됩니다. 이 훈련은 뉴욕 시의 대응, 주 연합 긴급 상황 관리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며, 

지역, 주 및 연방 파트너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테스트하게 됩니다. 

 

“우리는 뉴욕 주가 치명적인 폭풍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자원과 전문가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걸 확인해야만 합니다,” 주지사 쿠오모가 말했다. “홍수는 

커뮤니티를 파괴하고 영향을 미치는 지역에 광범위한 피해를 입힙니다. 이 훈련 연습은 

우리 주가 향후 기후 재난에 대비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주 전역에 

걸쳐 회복력 있는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한 첫 걸음이기도 합니다.”  

 

“홍수는 우리 뉴욕 주가 직면한 상당한 위협입니다,” 국토 안보 및 비상사태 부 국장 존 

멜빌은 말했다. “1 년 중 언제든, 주의 어느 부분에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준비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해, 대규모 홍수와 관련된 

모든 기관이 힘을 합쳐 조치를 취할 것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 3 일 간의 훈련은 심각해지는 재난에 대한 주 수준의 초기 대응으로 시작되며, 

예상된 폭풍에 대한 군의 요청을 시뮬레이션 합니다. 뉴욕 시에 영항을 미치는 대규모의 



두 가지 열대 우림 폭풍 시스템을 예상하여, 주 비상 운영 센터는 25 개의 주 기관, 미국 

적십자, 구세군 그리고 연방 비상사태 관리부와 함께 풀가동됩니다. 이 홍수는 파편 

관리, 정전, 물에 빠진 사람의 긴급 구조, 대피, 대피소, 장기 주거지 필요, 인프라 피해 

및 손상과 같은 연속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훈련의 목적은 대통령 선언이 

부여되자마자, 연방 정부와 주정부 간의 협업과 함께 재난 전 그리고 재난이 일어나는 

동안의 준비성과 대응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국토안보비상서비스부 소개: 

뉴욕 주 국토안보비상서비스부와 산하의 네 개 기관, 즉 비상관리실, 화재예방제어실, 

상호운용및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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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을 보시려면 페이스북 페이지를 방문하시거나, @NYSDHSES 를 팔로우 

혹은 dhses.ny.gov 를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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