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8년 9월 6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주 전역에서 250,000명 이상의 뉴욕 주민이 시민 대응단(CITIZEN 

PREPAREDNESS CORPS)을 통해 교육 받았음을 발표  

  

전국 대응의 달(National Preparedness Month)을 맞아 모든 뉴욕 주민이 재난과 

응급상황에 대비할 것 권장  

  

모든 위험 훈련에서 뉴욕 주민들에게 계획을 세우고 키트를 만들고 상황에 대해 알며 

참여하라고 교육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2014년 이래 250,000명 이상의 뉴욕 주민이 인재 및 

자연재해와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시민 대응단 교육(Citizen Preparedness Corps 

Training)을 받았다고 발표하면서 모든 뉴욕시민이 자신과 가족들이 재난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도록 촉구했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9월을 뉴욕 대응의 달(Preparedness 

Month)로 정했음을 선포했습니다. 올해 테마인 “재난은 일어납니다. 지금 준비하세요. 

지금 배우세요.”는 가족들에게 비상 계획을 만들고 심폐소생술(CPR), 응급처치 같은 

인명 구조 기술을 배우고 보험 보장범위를 확인하며 비상 상황용 자금을 저축하기를 

권장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극심하고 예측 불가능한 기후는 이제 보통일이 

되었습니다. 뉴욕 주민들이 훈련을 적절히 받아 대자연이 일으키는 게 무엇이든 

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뉴욕 주민들께 시민 대응단(Citizen Preparedness 

Corps)에서 이 훈련을 받고 비상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모든 사람이 어떤 종류의 재난에도 적절한 대응을 하고 가능한 한 신속하게 재난 전의 

상태로 복구하도록 준비할 수 있는 수단과 자원을 계속 제공할 노력의 목적으로 Cuomo 

주지사는 2014년에 시민 대응단 교육(Citizen Preparedness Corps Training) 

프로그램을 시작하였습니다. 교육은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 DHSES)의 비상관리국(Offic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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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PreparednessMonth2018.pdf


 

 

전문가들의 협조를 받는 뉴욕 방위군에서 실시하였으며 미국 적십자회(American Red 

Cross) 자원봉사자들의 가르침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를 한 후 주 전역에서 

250,000명 이상의 사람이 응급상황 또는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 더 나은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뉴욕주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New York State 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의 Roger Parrino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에서 사는 곳에 상관없이 거주민들은 자연 재해 및 인재 둘 다에 대비해야 

합니다. 홍수, 화재, 폭설, 테러, 총기 공격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사는 곳, 일터 또는 

이동하는 곳에 관련된 위험을 알아야 하며 스스로 긴급상황 대처자가 되어 도움을 받을 

때까지의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시민 대응단(Citizen Preparedness Corps) 교육은 

참가자들이 모든 종류의 비상 상황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대비하게 하여 더욱 빠르게 

준비하고 적절히 행동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뉴욕주 방위군 부관참모 Anthony German 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방위군(New York National Guard)의 육군 및 공군은 날씨가 위험해질 때 도움을 요청 

받기 때문에 비상 상황에 준비되어있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인들은 주지사님의 시민 대응단(Citizens Preparedness Corps) 훈련에 

참석하여 구성원 역할을 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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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ry Striar 최고 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맘 때 허리케인, 홍수, 산불, 기타 

대규모 재해가 일어날 수 있으며 뉴욕 주민들은 그러한 위협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핑거 

레이크스와 서던 티어 지역에서 최근 일어난 홍수는 모든 가정이 재해에 알맞게 

대비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일깨워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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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000명 이상을 훈련한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적십자(Red Cross)는 전국 대응의 달(National Preparedness 

Month)을 맞아 모두가 가정에서 준비하고 비상 상황이 닥칠 때 대응하실 수 있도록 

권장합니다.”  

  

모든 위험 상황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무언가 발견하고 뭐라도 얘기하라”(See 

Something, Say Something)는 원칙과 순간의 총기/폭력 사건 부분이 상황에 대한 

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테러 발생에 대해 “도망가고, 숨고, 싸우라”(Run, Hide, Fight)는 

콘셉트에 맞는 교육을 병행하는 시민 대응단 교육에 추가되었습니다. DHSES 유튜브 

페이지의 전체 동영상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CVgXH7smBCk


 

 

새로운 교육과정을 확인하고 귀하의 단체에 대한 강의를 신청하거나 온라인 교육을 

받으시려면prepare.ny.gov를 방문하십시오. 9월과 10월에 교육을 진행하는 장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일 새 코스가 추가되니 자주 확인하십시오.  

  

2018년 9월 6일 목요일  

나소 카운티  

오후 7시 ~ 오후 8시 30분  

Long Beach City Hall - 6th floor, 1 West Chester St, Long Beach, NY, New York 11561  

  

2018년 9월 8일 토요일  

뉴욕 카운티  

오전 11시 ~ 오후 12시 30분  

The Neighborhood School PS 363, 121 East 3rd Street, New York, New York 10009  

  

2018년 9월 10일 월요일  

스튜벤 카운티  

오후 7시 ~ 오후 8시 30분  

Corning High School, 201 Cantigney St., Corning, New York 14830  

  

2018년 9월 12일 수요일  

록랜드 카운티  

오후 6시 30분 ~ 오후 8시  

Nyack Public Library, 59 S Broadway, Nyack, New York 10960  

  

2018년 9월 12일 수요일  

서퍽 카운티  

오후 7시 ~ 오후 8시 30분  

Deer Park Fire House, 94 Lake Avenue, Deer Park, New York 11729  

  

2018년 9월 15일 토요일  

퀸즈 카운티  

오후 1시 ~ 오후 2시 30분  

York College, 94-20 Guy R. Brewer Blvd, Jamaica, New York 11451  

  

2018년 9월 15일 토요일  

오논다가 카운티  

오후 2시 ~ 오후 3시 30분  

Onondaga Free Library, 4840 West Seneca Turnpike, Syracuse, New York 13215  

  

2018년 9월 16일 일요일  

https://prepare.ny.gov/


 

 

오논다가 카운티  

오후 1시 ~ 오후 2시 30분  

St. Pius Tenth Church, 3010 Chili Ave, Rochester, New York 14624  

  

2018년 9월 17일 월요일  

서퍽 카운티  

오후 6시 30분 ~ 오후 7시 30분  

Riverhead High School, 700 Harrison Avenue, Riverhead, NY 11901  

  

2018년 9월 18일 화요일  

사라토가 카운티  

오후 6시 ~ 오후 7시 30분  

Shenendehowa High School West, Auditorium, Clifton Park, New York 12065  

  

2018년 9월 19일 수요일  

서퍽 카운티  

오후 7시 ~ 오후 8시 30분  

Bay Shore-Brightwaters Public Library, 1 South Country Road, Brightwaters, New York 

11718  

  

2018년 9월 22일 토요일  

올버니 카운티  

오후 2시 30분 ~ 오후 4시  

Bethlehem Public Library, 451 Delaware Ave, Delmar, New York 12054  

  

2018년 9월 25일 화요일  

퍼트넘 카운티  

오후 6시 ~ 오후 7시 30분  

Putnam County Bureau of Emergency Services, Training and Operations Center 

Auditorium, 112 Old Route 6, Carmel, New York 10512  

  

2018년 9월 25일 화요일  

서퍽 카운티  

오후 6시 30분 ~ 오후 8시  

Mastic Moriches Shirley Library, 407 William Floyd Parkway, Shirley, New York 11967  

  

2018년 9월 26일 수요일  

퀸즈 카운티  

오후 7시 ~ 오후 8시 30분  



 

 

Jean Nuzzi Intermediate School 109Q, 213-10 92nd Avenue, Queens Village, New 

York 11428  

  

2018년 9월 27일 목요일 - 뉴욕 웨스트 포인트  

오렌지 카운티  

오전 9시 30분 ~ 오전 11시  

United States Military Academy - Eisenhower Hall, 655 Pitcher Rd. West Point, New 

York 10996  

**16세 이상 참가자들은 들어갈 때 유효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2018년 9월 27일 목요일  

브롱크스 카운티  

오후 6시 ~ 오후 7시 30분  

Gethsemane Missionary Baptist Church, 771 Fairmount Place, Bronx, New York 10460  

  

2018년 9월 29일 토요일  

옷세고 카운티 

오전 10시 ~ 오전 11시 30분  

Spirit and Truth Church, 2886 County Rd 8, Oneonta, New York 13820  

  

2018년 10월 2일 화요일  

서퍽 카운티  

오후 6시 30분 ~ 오후 8시  

Central Islip Fire Department, 97 Carleton Avenue, Central Islip, New York 11722  

  

2018년 10월 10일 수요일  

킹스 카운티  

오후 6시 ~ 오후 7시 30분  

Restoration Plaza, Lower level, 1368 Fulton Street, Brooklyn, New York 11216  

  

2018년 10월 25일 수요일  

퍼트넘 카운티 

오후 6시 30분 ~ 오후 8시  

Putnam County Bureau of Emergency Services Training and Operations Center, 

Auditorium, 112 Old Route 6, Carmel, New York 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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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상세한 정보는 사무국의 

페이스북을(Facebook)을 방문하시거나 트위터(Twitter)를 @NYSDHSES로 

팔로우하시거나 인스타그램(Instagram)을 팔로우 하시거나 dhses.ny.gov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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