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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워싱턴 카운티의 주 비상 관리 인증 획득 발표  

  

11개 뉴욕주 비상관리실, 최초의 주정부 수준 비상 관리 인증 프로그램의 인증을 받아  

  

전국 준비의 달을 맞아 워싱턴 카운티의 인증 획득 발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전국 준비의 달(National Preparedness Month)의 시작을 

맞아 워싱턴 카운티 공공 안전부(Washington County Department of Public Safety)가 

뉴욕주 지역 비상 관리 인증 프로그램(Local Emergency Management Accreditation 

Program)의 인증을 획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지사의 2017 시정 방침(2017 State of 

the State)에서 처음 제안된 이 인증 프로그램은 미국 내 지역 비상 관리 기관을 위한 

최초의 주정부 수준 프로그램입니다. 워싱턴 카운티는 올버니, 브룸, 이리, 리빙스턴, 

매디슨, 몽고메리, 오네이다, 사라토가, 웨인 카운티, 뉴욕시에 이어 11번째로 인증을 

받은 비상 관리 기관이 되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주민의 안전은 우리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국내에서 첫 번째로 시행되는 본 프로그램으로 현지 비상 관리실이 모든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면서 주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주정부는 극심한 기후 

상황부터 팬데믹에 이르기까지 예기치 않은 비상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보다 튼튼하고 안전한 뉴욕주를 만들고 있습니다."  

  

뉴욕주 비상 관리 협회(New York State Emergency Management Association, 

NYSEMA)와 협업하여 개발한 본 프로그램은 뉴욕주 현지 비상 관리 기관을 조명하고 

사전 예방 조치를 취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은 통합적이며 조직화된 비상 관리 접근 방식을 촉진하는 일련의 기준 및 모범 

사례를 충족해야 합니다. 지자체는 정부 및 민간 파트너를 비롯한 '전 지역사회' 이해 

관계자를 참가시켜야 하며, 노숙자, 노인 또는 장애인과 같이 비상 사태 또는 재해 발생 

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이들의 요구를 고려해야 합니다. 뉴욕주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 DHSES)은 

이 프로그램을 관리 및 운영하는 지역 비상 관리 인증 위원회(Local Emergency 

Management Accreditation Council)를 대신하여 이 프로그램을 관리합니다. 인증은 5년 

동안 유효하며, 5년 후에 재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의 Patrick A. Murphy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해나 비상 사태가 발생할 때마다 지역 비상 관리팀은 지역사회를 위한 첫 번째 방어선 

역할을 하며 모든 위험을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관할 지역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에 충분히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 비상 관리 인증 프로그램은 카운티가 모든 위험에 대해 가능한 한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성과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주신 

워싱턴 카운티 공공 안전부에 박수를 보냅니다."  

  

워싱턴 카운티 공공 안전부는 카운티 내의 모든 타운, 빌리지, 교육구를 비롯해 워싱턴 

관할권 내의 모든 공공 안전 기관에 비상 및 리스크 축소 계획 및 사고 관리 지원을 

제공하는 비상관리실(Emergency Management Office)을 포괄합니다. 커뮤니케이션 

센터(Communications Center) 또는 공공 안전 응답소(Public Safety Answering Point)는 

공공 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최고 규모의 부서이며, 365일 24시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센터는 워싱턴 카운티에서 911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일한 곳이며 소방서 

36개, 응급 의료 서비스(emergency medical service, EMS) 기관 8개, 빌리지 파출소 5개, 

카운티 보안관 및 기타 여러 카운티 기관으로 구성된 카운티 내 모든 공공 안전 기관에 

인력을 파견하는 1차 기관입니다.  

  

해당 센터는 버몬트주 베닝턴 카운티에 위치한 소방서 세 곳과 버몬트주 러틀랜드 

카운티의 EMS 기관 두 곳을 지원합니다. 워싱턴 카운티 공공 안전부는 또한 카운티의 

유독 물질 대응팀(Hazardous Materials Team)을 관리하고 소방 코디네이터(Fire 

Coordinator) 및 EMS 코디네이터(EMS Coordinator) 사무실에 매일 관리 지원을 

제공합니다.  

  

뉴욕주 비상 관리 협회(New York State Emergency Management Association, 

NYSEMA) 의장 겸 카타라우구스 카운티 비상 관리국장인 Chris Bak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NYSEMA는 뉴욕주 전역의 지역 비상 관리 역량 개발에 전념하고 있으며 

지역 비상 관리 인증 프로그램을 비롯해 더욱 많은 수의 카운티가 인증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매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카운티 슈퍼바이저 이사회(Washington County Board of Supervisors) 의장인 

Samuel J.Hall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공 안전부이라는 헌신적인 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카운티, 타운, 빌리지, 그리고 비상 대응 기관을 위한 

이들의 노고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뉴욕주에서 비상 관리 인증을 획득한 11번째 

기관이 됨으로써, 우리 주민들은 공공 안전부가 "최고" 수준의 역량을 가지고 있으며 

언제나 주민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워싱턴 카운티 공공 안전부(Washington County Department of Public Safety) Glen 

Gosnell 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번 인증 프로그램을 통해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의 비상 대응 지도자 및 뉴욕주 비상 관리 협회(New York State 

Emergency Management Association) 파트너와 협력할 기회를 얻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를 의지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매일 부지런히 일하는 공공 

안전부의 팀원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과를 워싱턴 카운티, 

파트너 기관은 물론 우리와 함께 협력하며 비상 관리 사무소와 공공 안전부의 팀에 

의지하는 지역사회에 다시 돌려드릴 수 있어 영광입니다."  

  

이 인증을 획득하려는 지역 비상 관리국은 인증 기준을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정책, 계획 

및 문서를 작성 및/또는 개발해야 합니다. 필요한 문서는 뉴욕 리스폰즈(NY Responds) 

웹 포털에 공유 및 업로드되어 현장 점검에 앞서 자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과 뉴욕주 비상 관리 협회는 준비 단계에서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은 요청된 자료가 모두 확보되면 심사를 위해 최소 2명 

이상의 숙련된 평가팀을 선출할 것입니다.  

  

심사에는 필요한 계획과 문서의 추가 검토 및 필요 시 비상 상황 관리자, 스태프 등과의 

인터뷰가 포함됩니다. 비상 관리 사무실은 각 기준 및 관련 표준을 어떻게 충족하는지 

입증, 문서화 및 명료화할 책임이 있습니다. 인증을 받기를 원하는 지역 비상 관리국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에 EMaccreditation@dhses.ny.gov로 

제출해야 합니다.  

  

프로그램 안내, 자격 및 기준을 비롯한 뉴욕주 지역 비상 관리 인증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04년 시작된 전국 준비의 달은 매년 9월 가족과 지역사회에 일 년 동안의 재난 계획에 

대해 알리기 위해 에 출시 된 국가 준비의 달은 미국연방 재난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이 시행합니다. 2020년 테마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난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계획을 세우십시오."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https://www.ready.gov/september를 방문하십시오.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 소개  

뉴욕주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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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 페이스북(Facebook) 페이지를 

방문하시거나, 트위터(Twitter)에서 @NYSDHSES를 팔로우, 또는 

인스타그램(Instagram)팔로우, dhses.ny.gov을 방문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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