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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뉴욕주 및 기타 지역의 공공 안전 전문가 8,000명 이상이 2022년 

뉴욕주 예방 훈련 센터에서 훈련을 완료했다고 발표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국은 현재 및 미래 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뉴욕주 공공 안전 

기관 및 인력에 연중 훈련 서비스 제공  

  

코로나 19로 인해 16개월간 훈련이 중단된 후 훈련 수요가 점진적으로 증가  

  

2023년 훈련 과정 일정이 완성되었으며 DHSES 훈련 일정에서 상세 내용 확인 가능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오리스카니의 뉴욕주 예방 훈련 센터(State Preparedness 

Training Center, SPTC)에서 사법집행, 소방, 비상관리 등 다양한 분야 및 기관에서 

근무하는 지방, 주, 연방 공공 안전 전문가 8,000명 이상이 2022년 훈련을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훈련생들은 팬데믹으로 인한 16개월간의 대면 훈련 중단이 종료된 후 

최신 훈련을 연중 받을 수 있습니다. 뉴욕주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 DHSES)이 운영하는 센터는 작년 

전문가가 현재 및 미래의 늘어나는 위험에 대응하고 다양한 조건에서 수중 구조를 

실시하고 모든 비상 대응 부문에 대한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훈련을 제공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공 안전은 제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리고 모호크 밸리에 위치한 세계적 수준의 뉴욕주 훈련 시설은 연중 운영되며 수천 

명의 뉴욕 응급대원 및 비상 인력의 대응 역량을 강화합니다. 우리는 2023년에도 연중 

SPTC 훈련을 진행할 것이며, 공공 안전 기관 이외로도 운영을 확대하여, 뉴욕 주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필요한 필수 서비스와 훈련을 제공할 것입니다."  

  

Jackie Bray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국의 

핵심 사명 중 하나는 뉴욕의 공공 안전 및 비상 관리 직원에게 양질의 훈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뉴욕이 직면한 위험은 매년 더욱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뉴욕주의 

공공 안전 파트너들이 반드시 막대한 분량의 비상 시나리오에 대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뉴욕의 공공 안전 전문가들꼐 2023년 SPTC가 제공하는 

모든 과정을 이용하실 것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dhses.ny.gov%2Fdhses-training-calendar%3Ff%255B0%255D%3Dfilter_term%253A796&data=05%7C01%7CGlenys.Rivas2%40otda.ny.gov%7C9590c39e9db34b5f9ebd08dafefe57f6%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8102665604273916%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LfneKCqL2sAaQUJ325g6jFi5AIMhEjhzpb6p9IEPTQk%3D&reserved=0


새롭게 확장한 주도 지역 범죄 분석 센터(Capital Region Crime Analysis Center) 방문 

이후 Hochul 주지사는 어제 시정연설(State of the State Address)에서 개요를 밝힌 종합 

계획의 상세한 내용을 밝혔습니다. 해당 계획은 사법 집행과 공공 안전 전문가에 대한 

자금 지원 강화를 추진합니다. 또한 범죄 분석 센터는 사법 집행 기관과 협력하여 

주정부가 운영하는 네트워크에 소속된 10개 기관 중 한 곳입니다. 시정연설(State of the 

State)에서 Hochul 주지사는 소방서 인력 모집 및 유지를 위한 두 개의 제안을 

소개했습니다. 주지사는 지역사회가 자격을 갖춘 의용소방대원에게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핵심소방대원 교육과 관련된 비용 일부를 

충당하기 위해 주 정부 기금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 기금은 또한 자원봉사자들이 

지역사회에 봉사하도록 훈련받았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을 때 잃는 임금의 일부를 

상쇄할 것입니다.  

  

뉴욕주 예방 훈련 센터(SPTC)는 주, 지방, 연방 기관에 다양한 훈련 장소와 형식을 

제공합니다. 강의와 토론에서 실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한 훈련에 이르기까지, 

시설에서는 다양하고 역동적인 훈련 기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SPTC는 여러 기관에 

도시 시뮬레이션, 스위프트 수상/홍수 구조(Swift Water/Flood Rescue) 시설, 건물 붕괴 

러블 파일, 목재 구조 등 실제와 유사한 훈련 환경을 제공합니다. 올해로 운영 16년을 

맞이하는 훈련 시설은 사법 집행, 소방, 비상 의료 서비스, 비상 관리 인력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뉴욕의 공공 안전 파트너 수천 명을 대상으로 총격 사건, 위기 협상, 

무인 항공 시스템(unmanned aircraft systems, UAS)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훈련을 

제공합니다.  

  

센터가 문을 연 2006년부터, 뉴욕주는 공공 안전 직원 훈련을 위한 세계적 수준의 

시설을 만들기 위해 4,0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뉴욕의 공공 안전 인력 훈련이 

훈련 센터의 최우선 과제인 가운데, 미국과 캐나다, 기타 다양한 나라의 응급 대원들이 

오리스카니에서 훈련에 참가합니다.  

  

2022년 다양한 과정을 진행한 것과 더불어, 뉴욕주 예방 훈련 센터는 다음과 같이 

대규모 훈련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 케이나인 위크(Canine Week): 주 전역에서 폭발물 탐지견(Explosive Detection 

Canine, EDC) 50마리 이상이 시나리오 기반 훈련에 참여하고 고난도 스킬 

훈련을 받았습니다.  

• 레이븐스 챌린지(Raven's Challenge): 뉴욕주 예방 훈련 센터는 ATF의 레이븐스 

챌린지(Raven's Challenge) 훈련을 개최하여 일주일간 시나리오 기반 훈련을 

실시하고 지방, 주, 연방, 국제 폭발물 전문가 200명 이상이 참여했습니다. 훈련 

센터는 해당 프로그램을 지난 7년간 네 번 개최할 수 있었습니다.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governor.ny.gov%2Fnews%2Fgovernor-hochul-announces-expansion-capital-region-crime-analysis-center-and-highlights-state&data=05%7C01%7CGlenys.Rivas2%40otda.ny.gov%7C9590c39e9db34b5f9ebd08dafefe57f6%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8102665604273916%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FQNS1S19H1Yt6jjc7k1xqQvG1CNuSLQ03BPX9dfUV8M%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governor.ny.gov%2Fnews%2Fgovernor-hochul-announces-major-public-safety-initiatives-and-investments-drive-down-gun&data=05%7C01%7CGlenys.Rivas2%40otda.ny.gov%7C9590c39e9db34b5f9ebd08dafefe57f6%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8102665604273916%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QIp6YaM5dRc1PUU8Os4vUtKy8vwF%2BfgJkQTjhAH7fCE%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governor.ny.gov%2Fnews%2Fgovernor-hochul-announces-major-public-safety-initiatives-and-investments-drive-down-gun&data=05%7C01%7CGlenys.Rivas2%40otda.ny.gov%7C9590c39e9db34b5f9ebd08dafefe57f6%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8102665604273916%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QIp6YaM5dRc1PUU8Os4vUtKy8vwF%2BfgJkQTjhAH7fCE%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dhses.ny.gov%2Fnews%2Fnew-york-state-division-homeland-security-and-emergency-services-hosts-explosive-detection&data=05%7C01%7CGlenys.Rivas2%40otda.ny.gov%7C9590c39e9db34b5f9ebd08dafefe57f6%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8102665604273916%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SiEg5QfmgMtbLZMlNr5KY8wPf6t05zIbpFBiteu%2BYjE%3D&reserved=0


• 택티컬 위크(Tactical Week): 주 전역의 전략팀 또는 SWAT 팀이 역량 시험 주간 

중 고급 지나리오 훈련에 참가했습니다. 행사 말미에 훈련 센터에서 일주일 간의 

성과를 검토하여 최고의 팀을 선정했습니다.  

• 공공 안전 무인 항공 시스템 서밋(Public Safety Unmanned Aircraft Systems 

Summit): 지방, 주, 연방 수준의 UAS 이해관계자 160명이 행사에 참여하여 

기술을 공공 안전 사명에 도입하는 방식과 더불어 항공훈련 방법에 대해 교육을 

받았습니다.  

• 엑셀시어 챌린지(Excelsior Challenge): 50개 이상 기관 소속의 사법 집행 직원 약 

150명이 훈련 센터의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연례 훈련에는 폭발물 기술, 폭발물 

탐지견 팀, 전략팀 등이 참여하여 함께 현재 위험 상황을 기반으로 한 시나리오 

훈련을 받았습니다.  

  

2022년 DHSES는 또한 카운티 수준의 공공 안전 직원을 SPTC로 초청해 'TAM 팀 

서밋(TAM Team Summit)'을 개최하고 이들에게 위험 평가 관리팀(Threat Assessment 

and Management Teams) 구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Hochul 

주지사의 행정명령(Executive Order) 18호 "국내 테러 예방 및 대응(Preventing and 

Responding to Domestic Terrorism)"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훈련 센터는 또한 대학생 약 50명을 초청해 세 번째 "뉴욕 호프(New York Hope)"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해당 훈련을 통해 학생들은 비상 관리 및 국토안보 관련 경력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4일간 진행된 재난 대응 훈련을 통해 학생들은 리더십과 팀워크, 자신감, 

재난 대응 및 의료 지원, 사고 통제 시스템 및 커뮤니케이션, 비상 서비스 파트너 기관 

훈련 등을 받게 됩니다.  

  

2023년 뉴욕주 예방 훈련 센터는 오리스카니에서 진행되는 훈련의 종류를 더욱 

확대하는 한편, 이러한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독려해 뉴욕이 증대되는 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국토안보 및 비상 서비스 사무국은 또한 훈련 센터 

시설 개발을 계속 추진합니다. 새로운 대규모 오디토리움을 건설해 훈련 장소로 

사용하는 한편 대규모 훈련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 있습니다.  

  

주요 행사와 더불어, 훈련 센터는 또한 공공 안전 직원을 위한 다양한 과정을 운영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뉴욕주 예방 훈련 센터 웹사이트 를 참조해 주십시오.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 소개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은 재난 및 기타 비상 상황 발생 시 이를 예방하고, 

이로부터 보호하고, 대비하고, 대응하고, 복구하고 피해를 완화할 수 있는 활동을 위해 

리더십, 공조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페이스북, 트위터에서 

DHSES를 검색하거나 dhses.ny.gov를 방문하십시오.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dhses.ny.gov%2Fnews%2Fdhses-holds-2022-excelsior-challenge&data=05%7C01%7CGlenys.Rivas2%40otda.ny.gov%7C9590c39e9db34b5f9ebd08dafefe57f6%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8102665604273916%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E4UKUxpGjEAkCF4fcGdbnm8%2BXR8%2B2ELNSUaYF0o8h8A%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governor.ny.gov%2Fnews%2Fgovernor-hochul-announces-issuance-guidance-support-counties-development-domestic-terrorism&data=05%7C01%7CGlenys.Rivas2%40otda.ny.gov%7C9590c39e9db34b5f9ebd08dafefe57f6%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8102665604273916%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RDnppQqF2lUj28nl%2FXXpwOFdzXCI0KRj79gHbAdspQw%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governor.ny.gov%2Fnews%2Fgovernor-hochul-announces-issuance-guidance-support-counties-development-domestic-terrorism&data=05%7C01%7CGlenys.Rivas2%40otda.ny.gov%7C9590c39e9db34b5f9ebd08dafefe57f6%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8102665604273916%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RDnppQqF2lUj28nl%2FXXpwOFdzXCI0KRj79gHbAdspQw%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dhses.ny.gov%2Fnews%2Fstate-division-homeland-security-and-emergency-services-announces-nearly-50-college-students-0&data=05%7C01%7CGlenys.Rivas2%40otda.ny.gov%7C9590c39e9db34b5f9ebd08dafefe57f6%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8102665604273916%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cv1u9hwq7o7inuEQvfxxZkpPfvyKuBzbJEqbn3qjXKw%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dhses.ny.gov%2Fstate-preparedness-training-center&data=05%7C01%7CGlenys.Rivas2%40otda.ny.gov%7C9590c39e9db34b5f9ebd08dafefe57f6%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8102665604273916%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tUHu0n1va%2Bm4%2BylCBVZcfJi5F8n6yB2iP%2F64a9AvcWI%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facebook.com%2FNYSDHSES%2F&data=05%7C01%7CGlenys.Rivas2%40otda.ny.gov%7C9590c39e9db34b5f9ebd08dafefe57f6%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8102665604273916%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FtFTMATJLTj%2FBy38lVRi5fHQX6CaxMHBO3kbvjS5ycg%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twitter.com%2FNYSDHSES&data=05%7C01%7CGlenys.Rivas2%40otda.ny.gov%7C9590c39e9db34b5f9ebd08dafefe57f6%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8102665604273916%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5OLuMjnLoQPvHCDEaKV6dCGTjmKZ23%2BY1ytxbK6M7nM%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3A%2F%2Fwww.dhses.ny.gov%2F&data=05%7C01%7CGlenys.Rivas2%40otda.ny.gov%7C9590c39e9db34b5f9ebd08dafefe57f6%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8102665604273916%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V5Q4N%2F92RGxBlpiIWoEs1SnrWHc0ZvOIsnbYU%2Br%2BVlA%3D&reserved=0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3A%2F%2Fwww.governor.ny.gov%2F&data=05%7C01%7CGlenys.Rivas2%40otda.ny.gov%7C9590c39e9db34b5f9ebd08dafefe57f6%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8102665604273916%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AYKM3tuDkVROrjrkYpvwIpH1tXoYm4uykL7Ejao6RTk%3D&reserved=0
mailto:press.office@exec.ny.gov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it.cwnls.com%2Fapp%2Fitpage.nsf%2Funsubscribe.xsp%3Faction%3Dunsubscribe%26id%3D1100PRES2C66DA0680D0ADD7852589420062B7B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ata=05%7C01%7CGlenys.Rivas2%40otda.ny.gov%7C9590c39e9db34b5f9ebd08dafefe57f6%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8102665604273916%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tO0D5DNKhRm7l7DF2YQsgAMPhX2lA2kuuFYBbVgMs4E%3D&reserved=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