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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뉴욕과 코네티컷이 상호 지원을 위한 새로운 비상 관리 주정부 간
협약(EMERGENCY MANAGEMENT INTER-STATE COMPACT)을 체결했다고 발표

주들은 합동 훈련을 시행하여 비상사태에 대한 준비 대테 및 대응 능력을 개선
주 경찰(State Police)과 주 방위군(National Guard)의 항공 자원을 비상 대응에 활용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의 시민 준비단(Citizen Preparedness Corps) 훈련 확대
뉴욕주 경찰(New York State Police) 및 코네티컷주 경찰(Connecticut State Police)
간의 기술 개선 및 상호 이용성 평가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과 코네티컷이 상호 지원을 위한 비산 관리
주정부 간 협약(Emergency Management Inter-State Compact)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협약은 즉시 발효되며 양 주정부의 비상 대응 인력 및 사법 당국이
천재와 인재 등 재난 또는 비상 상황에서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지역을 더욱 잘
보호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방법을 마련하여,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필수적 자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배치합니다. 기후 변화는 물론, 총기 난사와 같은 인재의 위험성이
커지는 가운데, 더 이상 경계가 없으며 모든 관할 전역에서 시민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 계획을 통해 뉴욕과 코네티컷 간의 파트너십 및 협력을 강화하여, 주정부가
계속 커져가는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네티컷은 동쪽으로 우리와 접경하며, 우리가
협력할 경우 더욱 잘 대처할 수 있는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 주민의 안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비상 고나리 파트너십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오늘의 합의는 우리 두 주정부가 어려운 시기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인접한 주정부가 하는
일입니다."
Ned Lamont 코네티컷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배운 것은 우리의
주 경계가 꽤 인위적으로 만들어졌으며, 롱아일랜드 사운드(Long Island Sound)에서
메트로 노스(Metro-North), 에너지 수요까지 우리 사이에 겹쳐 있는 영역이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안보 관련 문제가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함께할 때 더욱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우 운 좋게도 Cuomo 주지사를 이웃으로
두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함께 해야 하는 모든 일에서 그와 긴밀히 협력하기를
고대합니다."
합동 주 방위군(National Guard) 모의 훈련
뉴욕주 방위군(New York National Guard)과 코네티컷주 방위군(Connecticut National
Guard)는 합동 비상 관리 훈련을 실시하여 재난에 대한 기존 비상 대응 절 및 능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러한 훈련은 합동으로 진행되며, 뉴욕에서의 1회, 코네티컷 1회
훈련을 포함할 것입니다. 이러한 훈련은 각 주의 준비 태세와 비상 대응 능력을 시험 및
개선하며, 모범 실무 및 대응 자원의 교환이 가능해집니다.
비상 대응을 위한 항공 자원 조정
헬리콥터와 무인 항공 시스템(Unmanned Aerial Systems, UAS)과 같은 항공 장비는
자연재해에 대응할 때 가장 가치가 높은 자산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장비를 이용해 재해
현장을 안전하게 평가하고 인력을 위험할 수 있는 상황에 파견하기 전에 적절한
행동방침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항공 자산의 상태는 물론 그 활용에 대한
정책 및 절차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뉴욕주 방위군(New York
National Guard), 뉴욕주 경찰(New York State Police), 코네티컷주 방위군(Connecticut
National Guard), 코네티컷주 경찰(Connecticut State Police)은 합동으로 비상 대응
목적을 위해 현재의 항공 능력을 합동으로 평가할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두
주정부는 주 경계를 넘는 산불 대응을 시험하기 위한 훈련을 실시할 것입니다.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의 시민준비단(Citizen Preparedness Corps) 훈련 확대
Cuomo 주지사의 리더십에 따라, 시민준비단(Citizens Preparedness Corps)은
2014년에 만들어져 그 창설 이후 300,000명 이상의 뉴욕 주민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
훈련은 비상 준비태세에 대한 모든 위험성을 포함시키는 접근법을 교육하고,
참가자들에게 비상상황에서 자신 및 그 가족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필요한 도구를
제공합니다. 뉴욕주 방위군(New York National Guard)는 국토안보 및 비상
서비스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과 협동으로 이러한
훈련을 실시합니다. 이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더욱 많은 개인에게 확대하고 북동부
전역에 걸쳐 비상 준비 태세를 개선하기 위해, 뉴욕주 정부기관은 코네티컷 비상관리 및
국토안보부(Connecticut Department of Emergency Management and Homeland
Security) 및 코네티컷주 방위군(Connecticut National Guard)과 파트너를 맺고 두 주의
기존 시민준비단(Citizen Preparedness Corps) 능력을 조정 및 개선합니다. 두 주는
합동 세미나에 함께 참석하여 모범 실무를 공유하고 각 주의 시민 준비 태세 프로그램
강화 및 향상 방법을 논의할 것입니다.

뉴욕주 경찰(New York State Police) 및 코네티컷주 경찰(Connecticut State Police)
간의 기술 개선 및 상호 이용성 평가
뉴욕주 경찰(New York State Police)과 코네티컷주 경찰(Connecticut State Police)은
협력하여 현재 사법 기술 배치를 평가하고 개선 영역을 확인할 것입니다. 각 주는 상호
이용성의 개선을 통해 주정부 간 집행 능력의 개선을 시도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은
사법 조사에서 매우 가치가 높은 것으로 증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은 이러한
기술의 활용도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뉴욕과 코네티컷의 주 경찰(State Police) 청장, 주 방위군(National Guard) 부관 참모,
국토안보 고문 간의 직통 커뮤니케이션 라인 설치
뉴욕과 코네티컷은 각각 주 경찰(State Police) 청장, 부관 참모, 국토안보 고문 간의 직통
커뮤니케이션 라인을 설치하여 한 주 또는 두 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이버 사건을
포함한 자연재해 및 인재 대응 시 소통 및 조정 수준을 높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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