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년 11월 9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주 전역에서 190,000명 이상의 뉴욕시민이 시민 대응단 교육을 

받았음을 발표  

  

모든 뉴욕시민이 전국 대응의 달 기간에 재난과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조처를 하는 것을 

격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2014년 이래 190,000명 이상의 뉴욕시민이 인위적 

및 자연적인 재난과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시민 대응단 교육(Citizen Prepared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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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9월을 뉴욕주 대응의 달로 

정했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올해의 테마인 “재난은 미리 계획하지 않지만,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Disasters Don't Plan Ahead. You Can).”는 모든 사람이 재난이 닥쳤을 때를 

대비하여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을 촉구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험하고 심각한 기상 상태가 일상다반사로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시민들이 대자연이 안겨준 기상 이변에 준비가 되어 있게 하는 

노력을 늘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번 자연재해가 언제 우리주에 닥칠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교육을 통하여 우리는 뉴욕시민들이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처할 수 있게 적절한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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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들의 협조를 받는 뉴욕 방위군에서 실시하였으며 미국 적십자회(American 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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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000명 이상의 사람이 응급상황 또는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 더 나은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Preparedness_Month_2017.pdf
http://www.prepare.ny.gov/


 

 

  

뉴욕주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의 커미셔너 Roger L. Parrino, Sr.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국 대응의 달은 우리가 모두 긴급상황 또는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개인적인 준비와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게 상기시키는 기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적절한 응급 보급품들이 자택과 직장에서 찾아볼 수 있도록 확보해야 하며 다가오는 

이변에 대해 반드시 사전에 인지하고 정보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야외 활동을 

계획할 때 날씨예보를 확인하여 실제로 발생할 이변에 대한 주변 상황을 아는 것이 

포함됩니다. 우리가 모두 안전을 확보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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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교육과정을 확인하고 귀하의 단체에 대한 강의를 신청하거나 온라인 교육을 

받으시려면 prepare.ny.gov를 방문하십시오. 9월과 10월에 교육을 진행하는 장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7년 9월 13일, 수요일  

웨인 카운티  

오후 6시 ~ 오후 7시 30분  

Public Safety Building  

7376 Route 31  

Lyons, NY 14489  

  

2017년 9월 13일, 수요일  

나소 카운티  

오후 6시 30분 ~ 오후 8시  

The Life Enrichment Center at Oyster Bay  

45 E Main Street  

Oyster Bay, New York 11771 

  

2017년 9월 16일, 토요일  

킹스 카운티  

오후 6시 30분 ~ 오후 8시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 Day Saints  

** 영어로 된 내용 - 스페인어로 번역 **  

110 Pennsylvania Avenue  

Brooklyn, NY 11207  

https://www.youtube.com/watch?v=CVgXH7smBCk
http://prepare.ny.gov/


 

 

  

2017년 9월 16일, 토요일  

서퍽 카운티  

오후 4시 ~ 오후 5시 30분  

Juliette Low Friendship Center - Camp Edey  

600 Lakeview Ave  

Bayport, NY 11705  

  

2017년 9월 17일, 일요일  

서퍽 카운티  

오후 1시 30분 ~ 오후 3시  

Masjid Darul Quran  

1514 E 3rd Avenue  

Bay Shore, NY, 11706  

  

2017년 9월 18일, 월요일  

서퍽 카운티  

오후 7시 ~ 오후 8시 30분  

Huntington Town Hall  

Board Room  

100 Main Street  

Huntington, NY 11743  

  

2017년 9월 18일, 월요일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오전 11시 ~ 오후 12시 30분  

Thomas H. Slater Center  

2 Fisher Court  

White Plains, New York 10601  

  

2017년 9월 21일, 목요일  

퍼트넘 카운티  

오후 6시 ~ 오후 7시 30분  

Desmond Fish Library  

472 Route 463  

Garrison, NY 10524  

  

2017년 9월 26일, 금요일  

나소 카운티  

오후 7시 ~ 오후 8시 30분  



 

 

Long Beach City Hall  

6th Floor  

1 West Chester St  

Long Beach, NY 11561  

  

2017년 9월 28일, 목요일  

서퍽 카운티  

오후 7시 ~ 오후 8시 30분  

Eatons Neck Fire Department  

55 Eatons Neck Road  

Northport, NY 11768  

  

2017년 10월 16일, 월요일  

서퍽 카운티  

오전 11시 - 오후 12시 30분  

Civil Service Employees Association  

3 Garet Place  

Commack, NY 11725  

  

2017년 10월 18일, 수요일  

서퍽 카운티  

오후 7시 ~ 오후 8시 30분  

Huntington Town Hall  

Board Room  

100 Main Street  

Huntington, NY 11743  

  

2017년 10월 25일, 수요일  

워런 카운티  

오후 7시 ~ 오후 8시 30분  

Glens Falls Civic Center  

1 Civic Center Plaza  

Heritage Hall  

Glens Falls, NY 12801  

  

모든 뉴욕 주민은 주정부의 무료, 전재난적 구독 기반 경보 시스템인 뉴욕 경보(NY-

Alert) 시스템에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구독하시려면 www.nyalert.gov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nyalert.gov/


 

 

자세한 내용은 페이스북을 방문하거나, 트위터에서 @NYSDHSES를, 인스타그램에서 

NYSDHSES를 팔로우하거나 dhses.ny.gov를 방문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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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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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facebook.com/NYSDHSES
https://twitter.com/NYSDHSES
https://www.instagram.com/nysdhses/
http://www.dhses.ny.gov/
http://www.govern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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