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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주지사 

 

CUOMO 주지사는주지사는주지사는주지사는 국가국가국가국가 대비의대비의대비의대비의 달달달달(NATIONAL PREPAREDNESS MONTH)의의의의 일환으로일환으로일환으로일환으로 

비상비상비상비상 계획을계획을계획을계획을 만들만들만들만들 것을것을것을것을 촉구합니다촉구합니다촉구합니다촉구합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9월이 뉴욕주의 대비의 달(Preparedness Month)임을 

발표했으며, 모든 뉴욕커가 자연적인 또는 인간에 의한 재난의 경우에 작동할 수 있는 

비상계획을 만들 것을 촉구했습니다. 위기 시에 개인, 가족 및 사업체들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비상 계획을 만드는 것에 더해, 주지사는 시민들이 7일에서 10일까지 

견딜 수 있도록 충분한 음식, 물, 의약품 및 기타 소모품을 포함하고 있는 휴대용 비상 

공급 키트를 준비하도록 촉구했습니다. 이런 권고안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생명을 

구하고 고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재난이 닥쳤을 때, 우리는 모든 뉴요커들이 대응할 수 있게 대비되고 준비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미리 계획하고 몇 가지 간단한 안전 조치들을 취함으로써, 우리 모두는 예측할 

수 없는 기후 조건과 비상상황에 대해 준비할 수 있습니다.” 

 

대비의 달(Preparedness Month)은 미국연방재난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의 후원을 받는 국가적 노력입니다. 2015 국가 대비의 

달(NATIONAL PREPAREDNESS MONTH)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다리지 말라. 
통신하라. 오늘 당신의 비상계획을 짜라.미국연방재난관리청(FEMA)은 미국인들에게 

재난 기간 동안 연락될 필요가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한 최신 통신망 정보를 포함하는 

가족 비상 연락망을 만들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주제에 더하여, 국가 대비의 달(NATIONAL PREPAREDNESS MONTH) 동안의 각 

주에 다음과 같은 위험에 초점을 맞춘 주제들을 홍보할 것입니다:  

• 9월 1-5일: 식량 

• 9월 6-12일: 들불 

• 9월 13-19일: 허리케인 

• 9월 20-26일: 정전 

 

뉴요커들이 비상상황에 준비하도록 돕기 위해, 국토안보및비상서비스부(DHSES, 

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는 뉴욕 국립 방위군(New York 

National Guard)과 협력하여 주 전체에 걸쳐 시민대비부대(Citizens Prepared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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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ps) 훈련 과정을 제공합니다. 지금까지 64,000명이 넘는 뉴요커들이 대비 훈련 

과정을 이수했습니다. 이 프로그램 내내, 주의 역사상 어떤 다른 때보다 더 많은 시민들이 

비상대비 훈련을 받았습니다. 훈련 과정에 등록하거나 자원하려면, 주의 

시민대비부대(Citizens Preparedness Corps)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아래는 9월의 대비 훈련 과정 목록입니다: 

 

2015년 9월 

 

2015년 9월 1일 화요일 - 시라큐스  

오후 5시 ~ 오후 7시 

뉴욕 스테이트 페어(New York State Fair)  

*행사는 스테이트 페어 입장료가 무료입니다* 

581 State Fair Blvd.  

예술 및 홈 센터 - 엠파이어 극장(Empire Theater)  

Syracuse, New York 13209  
 

2015년 9월 9일 수요일 - 스타텐 섬(Staten Island)  

오후 7시 ~ 오후 9시 

올림피아 활동 센터(Olympia Activity Center)  

1126 Olympia Boulevard  
Staten Island, New York 10306  
 

2015년 9월 15일 – 브룩하벤(Brookhaven)(수폴크(Suffolk) 카운티) 

오후 6시 ~ 오후 8시 

브룩하벤(Brookhaven) 타운  

1 Independence Hill  
Farmingville, New York 11738  
 

2015년 9월 17일 목요일 – 제임스포트(Jamesport)(수폴크(Suffolk) 카운티) 

오후 6시 30분 ~ 오후 8시 30분 

제임스포트 미팅 하우스(Jamesport Meeting House)  

1590 Main Road (corner of Manor Lane)  
Jamesport, New York 11947  
 

2015년 9월 22일 화요일 – 로즈데일(Rosedale)(퀸즈(Queens)) 

오후 4시 30분 ~ 오후 6시 30분 

P.S. 195 William Haberle School  
253-50 149th Avenue  
Rosedale, New York 11422  
 

2015년 9월 22일 화요일 - 맨해턴(Manhattan)  

오후 6시 ~ 오후 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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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드슨 길드(Hudson Guild)  

441 West 26th Street  
Manhattan, New York 10001  
 

2015년 9월 23일 수요일 - 브롱스(Bronx)  

오후 12시 ~ 오후 2시 

우애 침례 교회(Friendly Baptist Church)  

962 Ogden Avenue  
Bronx, New York 10452  
 

2015년 9월 23일 수요일 - 할렘(Harlem)  

오후 4시 ~ 오후 6시 

할렘 병원(Harlem Hospital)  

506 Malcolm X Boulevard  
Harlem, New York 10037  
 

2015년 9월 24일 목요일 – 로렐톤(Laurelton)(퀸즈(Queens)) 

오후 7시 ~ 오후 9시 

성 누가 천주 교회(St. Luke Cathedral Church)  

133-21 232 Street  
Laurelton, New York 11413 
 

2015년 9월 26일 토요일 – 에리(Erie) 카운티 

오전 10시 – 오후 12시 

칙토와가 시니어 센터(Cheektowaga Senior Center) 

3349 Broadway 
Cheektowaga, NY 14227 
 

2015년 9월 28일 월요일 – 포리스트 힐즈(Forest Hills)(퀸즈(Queens)) 

오후 7시 – 오후 9시 

Our Lady Queens of Martyrs School 
72-55 Austin Street 
Forest Hills, NY 11375 
 

2015년 9월 28일 월요일 – 몽고메리(Montgomery) 카운티 

오후 5시  

리버 프런트 센터(River Front Center) 

1250 Riverfront Center  
Amsterdam, NY 12010  
 

더 많은 훈련반이 빈번하게 추가됩니다. 시민대비부대(Citizens Preparedness Corps) 

훈련이 언제 귀하의 지역으로 오는지 알려면, 다음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여 향후 

클래스에 대한 통지를 받으십시오: http://www.dhses.ny.gov/aware-

prepare/nysprepare/registration/future-notify.c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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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보및비상서비스부(DHSES)의 위원인 John P. Melville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뉴욕은 1954년 이래로 연방수준에서 선언된 70건의 재난이 있었습니다. 이 

숫자는 전국 평균 재난의 2배에 해당되며, 따라서 비상상황의 경우를 대비할 필요성을 

우리 모두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비상계획을 개발하고 비상 공급품 키트를 준비하는 

것은 사람들이 더 잘 준비를 갖추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대비(Citizens Preparedness) 훈련 과정은 비상계획을 개발하고 재난 발생의 경우에 

해야 할 일을 아는 일을 시작하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뉴요커들에게 다양한 위험을 계속 알도록 돕기 위해, 주는 NY-Alert라는 웹사이트를 

제공합니다. 주의 모든 위험 경보 및 통지 시스템인 NY-Alert는 비상 서비스 인력에 의해 

실시간으로 개발된 지침과 권장 보호 행동을 포함하여, 중요한 비상사태 관련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NY-Alert는 험한 날씨 경보, 중요한 고속도로 폐쇄, 위험 물질 유출 및 

많은 기타 비상 상황에 대한 무료 메시지를 시민들에게 발송합니다. 추가로, 이 서비스는 

지역 및 주 기관이 취하고 있는 대응 조치들과, 시민들이 자신, 자신의 가족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취해야 하는 보호 조치들을 제공합니다. 가입하려면 

http://www.nyalert.gov/을 방문하십시오. 또한 시민들은 최신의 경보 및 통지를 받기 위해 

주의 새 모바일 앱인 iAlertz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토안보및비상서비스부국토안보및비상서비스부국토안보및비상서비스부국토안보및비상서비스부 소개소개소개소개 

 

국토안보및비상서비스부(DHSES)와 그 4개 사무국– 비상관리(Emergency 

Management), 화재 예방 및 통제(Fire Prevention and Control), 상호운용 및 비상 

통신(Interoperable and Emergency Communications) 및 대테러(Counter Terrorism)–은 

테러, 기타 인간에 의한 재난 및 자연 재난, 위협, 화재, 기타 비상사태 등을 방지하고, 

그로부터 보호하고, 그것을 위해 준비하고, 그것에 대해 대응하고, 그것으로부터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위해 지도력, 조정 및 지원을 제공합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DHSES 페이스북 페이지를 방문하거나 트위터에서 @NYSDHSES를 팔로우하거나 또는 

dhses.ny.gov를 방문하십시오 

### 
 

추가적인 뉴스는 다음에서 볼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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