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9년 7월 5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주 전역에서 300,000명 이상의 뉴욕 주민이 시민 대응단(CITIZEN 

PREPAREDNESS CORPS)을 통해 교육 받았음을 발표  

  

모든 위험 훈련, 뉴욕 주민이 재난 및 응급상황에 대비하도록 교육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300,000명 이상의 뉴욕 주민이 시민 대응단(Citizen 

Preparedness Corps)을 통해 교육을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2014년에 Cuomo 

주지사의 리더십으로 수립된 시민 대응단(Citizen's Preparedness Corps)은 뉴욕 주민이 

재난 전에 가능한 한 빠르게 대응하고 복구할 수 있도록 모든 종류의 재난에 대비하는 데 

필요한 도구 및 자원을 제공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종합적인 훈련을 통해 주 전역의 뉴욕 주민은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다음 재난이 언제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지만 이 훈련으로 주정부는 가족과 지역사회가 모든 긴급상황에 

대비하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혁신적인 시민 대응단(Citizen 

Preparedness Corps) 덕분에 수많은 뉴욕 주민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자신의 

지역사회를 도와 대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주정부는 이 필수적인 훈련 

프로그램으로 국가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더욱 더 많은 시민들이 나서서 참여함에 따라 

계속해서 기록을 세울 것이 기대됩니다."  

  

교육은 뉴욕주 방위군(New York National Guard)이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의 비상관리국(Office of 

Emergency Management)과 소방국(Office of Fire Prevention and Control) 전문가들의 

협조를 받아 실시했습니다. 미국 적십자(American Red Cross)의 자원봉사자들도 코스를 

가르쳤습니다.  

  

각 수업에서 뉴욕 주민들은 각 재난 또는 긴급상황 종류에 맞는 개별적 계획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위험 요소에 대비하는 접근법과 목숨을 위협하는 모든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배웁니다. 이는 가족 긴급상황 계획 만드는 법, 긴급 물자 저장의 

중요성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또한, 훈련자들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단체 

이름, 뉴욕-알림(NY-Alert) 및 무료 주 전역 긴급상황 알림 시스템에 가입하는 방법, 



 

 

긴급상황 알림 시스템(Emergency ALERT System) 같은 정보원에서 나온 알림을 아는 

방법 등을 제공합니다. 참가자들은 지역 학교, 사업체, 지역사회 기반 단체 등을 통해 

조직될 수 있는 기존 지역사회 기반 긴급상황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도록 권장됩니다.  

  

최근 몇 년간 해당 프로그램은 '무언가를 발견하면 말하라(See Something, Say 

Something)' 만트라, 상황 인지에 집중하고 무차별 총격 훈련용으로 '도망가기, 숨기, 

싸우기(Run, Hide, Fight)' 개념을 포함시키는 무차별 총격/폭력 요소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도록 조정되고 있습니다.  

  

Patrick A. Murphy 뉴욕주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상기후에서 테러리즘까지, 지난 20년 동안 뉴욕에서 위협 환경이 

극적으로 변하고 있으므로 주정부가 시민이 긴급상황에 처했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도록 보장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의 리더십 덕분에 

뉴욕 시민 대응단(Citizen's Preparedness Corps)은 300,000명 이상의 뉴욕 주민이 

최악의 상황에서 스스로와 가족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필요한 도구 및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Ray Shields 뉴욕 부관본부 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주 방위군(New York 

National Guard) 군인들은 긴급상황에 대비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시민 

대응단(Citizens Preparedness) 교육을 시행하는 육군 및 공군은 해당 프로그램을 시작한 

이래 3,270개 이상의 수업을 하며 우리 동료 뉴욕 주민들에게 대비 정보를 제공하는 

기타 주 기관들의 활동에 자랑스럽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스턴 뉴욕 지역 미국 적십자(American Red Cross Eastern New York Region)의 

Gary Striar 최고 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허리케인, 홍수, 산불, 기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때입니다. 뉴욕 주민들은 그러한 위협을 피할 수 없으므로 

사전 계획을 가지고 계속 정보를 확인하며 필수 물품이 있는 재해 키트를 유지하면 

가족들은 더 안전하며, 빠르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의 시민 

대응단(Citizen Preparedness Corps) 프로그램은 우리 지역사회를 더욱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미국 적십자(American Red Cross)는 지금까지 

300,000명 이상을 훈련하도록 도운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적십자(Red Cross)는 비상 

상황이 닥칠 때 대응하실 수 있도록 모두가 가정에서 대비하시길 권장합니다."  

  

새로운 교육과정을 확인하고 귀하의 단체에 대한 강의를 신청하거나 온라인 교육을 

받으시려면 prepare.ny.gov를 방문하십시오. 6월과 7월, 아래 지역에서 코스가 열릴 

예정입니다. 새로운 코스가 매일 추가되니 자주 확인하십시오.  

  

2019년 6월 30일 일요일  

Town of Hempstead Town Hall  

1 Washington St., Hempstead, NY 11550  

https://prepare.ny.gov/


 

 

  

2019년 7월 16일 화요일  

AHEPA 37 Apartments  

100 Ahepa Circle, Syracuse, NY 13215  

  

2019년 7월 23일 화요일  

Riverbay Corporation  

2049 Bartow Ave, Bronx, NY 10475  

  

2019년 7월 24일 수요일  

PSS Andrew Jackson Center  

325 East 156th Street, Bronx, NY 10451  

참고: 해당 행사는 영어로 진행되며 스페인어 번역이 제공됩니다.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 소개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은 테러 및 기타 인재, 천재, 위협,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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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사무국의 

페이스북을(Facebook)을 방문하시거나 트위터(Twitter) 및 인스타그램(Instagram)에서 

@NYSDHSES로 팔로우하시거나 dhses.ny.gov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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