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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RAVEN'S CHALLENGE' 비상비상비상비상 대응대응대응대응 훈련에훈련에훈련에훈련에 참가하는참가하는참가하는참가하는 폭탄폭탄폭탄폭탄 처리반처리반처리반처리반 및및및및 

전술전술전술전술 팀에게팀에게팀에게팀에게 환영환영환영환영 의사의사의사의사 전달전달전달전달 

 

지역지역지역지역, 연방연방연방연방, 국제국제국제국제 팀은팀은팀은팀은 Oriskany에에에에 위치한위치한위치한위치한 State Preparedness Training Center에서에서에서에서 
훈련훈련훈련훈련 중이며중이며중이며중이며 지역지역지역지역 경제를경제를경제를경제를 견인하고견인하고견인하고견인하고 비상비상비상비상 사태에사태에사태에사태에 대비할대비할대비할대비할 것임것임것임것임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 여러 주, 연방 정부 기관 및 캐나다를 대표하는 

폭탄 제거반, 폭발물 탐지반 및 전술 팀이 이번 주 Oriskany에 위치한 State 

Preparedness Training Center에서 Raven’s Challenge 비상 대응 훈련에 참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Challenge는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폭탄 제거반 및 군용 

폭발물 처리 기술자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훈련입니다.  

 

Cuomo 주지사는 “Raven’s Challenge는 초기 대응반이 가장 어려운 긴급 상황의 일부에 

대하여 안전하게 대처하는 데 필요한 훈련과 기술을 갖출 수 있게 해준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이 비상 대응 요원의 준비를 강화하고 뉴욕주가 모든 뉴욕 시민들에게 안전한 

장소가 될 것이기에 이 중요한 행사를 열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Hochul 부지사는 “뉴욕주는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비상 사태에 대처하기 위하여 초기 

대응 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욕 시민들이 그 어떤 위험에도 노출될 

여지를 남겨서는 안됩니다. Raven’s Challenge는 뉴욕주와 지방 관리들에게 실제 훈련과 

준비를 통해 필요한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그러한 것들을 보장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안전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은 Cuomo 주지사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이 행사는 뉴욕주 국토안보비상대책반(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이 주최하고 주류�담배�화기 및 폭발물 단속국과 연방수사국이 조율하며, 

자금은 미 국방부에서 지원합니다. Raven’s Challenge는 Pacific Northwest에서 

2004년에 시작되었고, 이후에는 매년 전국에 걸쳐 참가자가 1,000여 명까지 

늘어났습니다. Oriskany에 위치한 State Preparedness Training Center는 지역 경제에 

수만 달러를 지원하는 데 도움을 주는 Raven’s Challenge 활동을 개최하는 전국 4개의 

지역(기타 주최 장소는 Florida, Colorado 및 Washington의 위치 포함)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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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에이커 규모의 최첨단 시설인 State Preparedness Training Center는 전체 훈련에 

사용할 수 있는 주, 지방 및 연방 정부 기관에 제공하는 다양한 훈련 환경을 위한 Raven’s 

Challenge의 주최지로 선정되었습니다. 교실 강의와 토론부터 실전 및 고급 시나리오 

기반 교육까지 State Preparedness Training Center는 동적 긴급 우선 대응 훈련을 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State Preparedness Training Center의 독특한 특징은 아파트, 상점 

및 사무실은 물론 고등학교, 모텔, 쇼핑몰, 법원, 카페 등 실물 크기의 사실적 위치를 

포함하는 시나리오 기반 교육 센터인 CityScape 단지라는 것입니다. 

 

DHSES 위원장 John P. Melville은 “뉴욕주가 국제, 연방, 주, 지역 파트너들이 서로 

소통하고 조율할 수 있는 Raven’s Challenge를 주최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이를 통해 폭발 장치를 다루는 비상 상태 발발 시 가장 중요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은 미국에서 테러의 가장 높은 위험에 노출된 지역으로, State 

Preparedness Training Center는 비상 및 재난 훈련을 위한 중요한 장소가 됩니다. 

Oriskany가 그러한 중요한 행사 장소로 선정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초동 대처반이 

모든 뉴욕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을 연마하기 위해 준비할 수 있는 노력을 

계속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그리고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팀은 2개 단계 중 하나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각 팀은 이 도전에서 시나리오에 5개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법 집행 및 

군사 요원들로 구성된 이 대응 팀은 전 과정에 걸쳐 다양한 시나리오로 구성된 가상 폭발 

장치 작전에 참여합니다. 이 고급 훈련을 보완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폭발 상황에서 

부상자 및 음향효과를 통해 시나리오를 보다 현실과 비슷하게 만들 예정입니다. 

 

뉴욕주는 뉴욕주 경찰이 운영하는 전담반 등 수십여 개의 FBI 공인 폭탄 제거반의 중심이 

되는 지역입니다. DHSES는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폭탄 제거반에 1,300만 

달러 이상의 국토 안보 지원금을 제공했으며 모범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지역, 주, 연방 

및 국제 폭탄 기술자들과 함께 연례 폭발물 처리반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주 전역에서 참여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치    참가자      참가 팀  

뉴욕주 전국 뉴욕주 경찰 폭탄 처리반 

Broome 카운티 Village of Endicott 경찰서 폭탄 처리반 

Chautauqua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 폭탄 처리반 

Erie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 폭탄 처리반 및 

전술 팀 

Fulton 카운티 Glove-Cities 응급 대응 팀 전술 팀 

Monroe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 폭탄 처리반 및 

전술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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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roe 카운티 City of Rochester 경찰서 폭탄 처리반 및 

전술 팀 

Nassau 카운티 경찰서 폭탄 처리반 및 

전술 팀 

뉴욕시 경찰서 폭탄 처리반 

뉴욕시,  

Long Island, 뉴욕주 

남동부 지역 

MTA(Metropolitan 

Transportation Agency) 경찰서 

K-9 

Onondaga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  폭탄 처리반 

Onondaga 카운티 Syracuse시 경찰서 폭탄 처리반 

Rensselaer 카운티 Troy시 경찰서 전술 팀 및 K-9 

Schenectady 

카운티 
Schenectady 경찰서 K-9 

Suffolk 카운티 경찰서 폭탄 처리반 & K-9 

Westchester 

카운티 
경찰서 폭탄 처리반 

 

참가 예정인 뉴욕주가 아닌 지역(뉴욕 외부) 및 국제 참가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치    참가자      참가 팀  

Michigan Detroit 경찰서 폭탄 처리반 

New Jersey 주 경찰 폭탄 처리반 

New Jersey Gloucester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 

폭탄 처리반 

Pennsylvania 주 경찰 폭탄 처리반 

Pennsylvania Montgomery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 

폭탄 처리반 

South Carolina Charleston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 

폭탄 처리반 

Vermont 주 경찰 폭탄 처리반 

Brampton, Ontario 
Canada 

Peel 지역 경찰 폭탄 처리반 

 

주류�담배�화기 및 폭발물 단속국(ATF) 연방 수사국, 국방부(DoD), 그리고 미국 공군, 

공군 방위군, 육군, 육군 방위군 소속 폭발물 팀과 해병대도 참여하기로 예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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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ETR(National Center for Explosives Training & Research) 담당 특수 요원 Donald 

Robinson은 “ATF와 산하기관인 NCETR은 올해 Raven’s Challenge-Joint Program 

Office 연합 훈련의 성공을 위해 민관이 협력하게 된 것을 다시금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뉴욕을 방문한 것뿐 아니라 이곳 Oriskany에 위치한 

최첨단 대비 훈련 센터인 State Preparedness Training Center에 오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매년, Raven’s Challenge에는 폭발물과 폭발물 공격 관련 훈련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함께 협력하기 위해 1,000여 명의 공공 안전 폭탄 처리반 기술자와 군 폭발물 

처리 전문가들이 모입니다. 이 민관 협력은 도시나 지역의 자원을 해치는 일련의 

사건이나 사고 발발 시 이 나라의 안보에 없어서는 안될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ATF와 

NCETR가 이러한 노력을 계속하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특히 그러한 지원을 

아끼지 않은 육군과 PSBS 기술자 및 EOD 전문가들에게 각각 감사를 표합니다.” 

 

FBI 산하 Critical Incident Response Group 부국장 James Yacone는 “우리 앞에서 

끊임없이 진화하는 폭발물 공격 위협으로 인해 이러한 유형의 부처 간 훈련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국가의 보안은 여기에 달렸습니다. IED와 

관련된 사건에 대응하는 임무에 가장 중요한 것은Alabama주 Huntsville시에 위치한 FBI 

산하 Hazardous Devices School에서 전국 모든 공공 안전 폭탄 기술자들이 받는 일반 

교육입니다. 이 시설은 민간 폭탄 기술자를 위한 안전 인증 훈련 기관이자 모든 공공 안전 

폭탄 제거반의 인증 자격을 부여하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DHSES 소개 

국토안보비상대책반(DHSES)과 4개 본부(대테러실, 재난관리실, 화재예방통제실 및 

상호작전긴급통신실)는 리더십, 조정 및 지원을 제공하고 테러 및 기타 인공과 자연 재해, 

위협, 화재 등의 비상 사태를 방지, 예방, 대응 및 복구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DHSES 페이스북 페이지를 방문하거나 트위터에서 @NYSDHSES를 

팔로우하거나 또는 dhses.ny.gov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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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웹사이트에 가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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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