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9년 11월 4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이리 카운티 및 웨인 카운티의 주 비상 관리 인증(EMERGENCY 

MANAGEMENT ACCREDITATION) 획득 발표  

  

10개 뉴욕주 비상 관리실, 최초의 주 정부 수준 인증을 받아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이리 및 웨인 카운티가 지역 비상 관리 인증 

프로그램(Local Emergency Management Accreditation Program)의 일환인 인증을 

받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주지사의 2017년 시정 방침(2017 State of the State)에서 

처음 제안된 이 인증 프로그램은 미국 내 지역 비상 관리 기관을 위한 최초의 주 정부 

수준 프로그램입니다. 이러한 성과를 통해 이리 카운티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 DHSES) 및 웨인 

카운티 비상 관리 사무실(Emergency Management Office)은 뉴욕시와 올버니, 브룸, 

리빙스턴, 매디슨, 몽고메리, 오네이다와 사라토가 카운티의 비상 관리 사무실에 

합류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공 안전은 우리의 최우선 과제이며, 어려운 

상황에서 주와 협력할 수 있는 카운티 차원의 강력한 비상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최초의 인증 프로그램은 지역 비상 관리 사무실이 모든 재해에 대처하고 

주민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뉴욕주 비상 관리 협회(New York State Emergency Management Association, 

NYSEMA)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개발된 이 프로그램은 지역 비상 관리 사무실이 

전문적인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일련의 기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은 이 프로그램을 관리 및 운영하는 지역 비상 관리 인증 

위원회(Local Emergency Management Accreditation Council)를 대신하여 이 

프로그램을 관리합니다.  

  

이 인증 프로그램은 뉴욕주 내 사전 대책을 강구하는 지역 비상 관리 기관을 강조 및 

홍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메커니즘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인증은 5년 동안 유효하며, 5년 

후에 재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뉴욕주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 커미셔너 Patrick A. Murphy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해가 닥칠 

때 주와 지역 비상관리팀이 함께 뉴욕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인증 프로그램은 모두가 동일한 기준 아래에서 일하도록 돕습니다. 평가 과정에서 

이리와 웨인 카운티는 기준을 훌륭히 충족했을 뿐만 아니라 어떤 비상사태에도 대응할 

준비가 잘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이 승인을 축하하고 나머지 뉴욕 

카운티들도 이 인증을 추진할 것을 장려합니다."  

  

Chris Baker 뉴욕주 비상 관리 협회(New York State Emergency Management 

Association) 의장 겸 카타라우구스 카운티 비상 관리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역 

비상 관리 인증 프로그램(Local Emergency Management Accreditation Program)은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HSES)과 뉴욕주 비상 관리 협회(NYSEMA)의 강력한 

파트너십의 훌륭한 예이며 카운티 비상 관리 기관이 인증을 추구하는 것을 보아 

기쁩니다."  

  

이리 카운티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은 재해 대책(Disaster Preparedness)/국토 안보(Homeland 

Security), 화재 안전(Fire Safety) 및 응급 의료 서비스(Emergency Medical Services) 

부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사무국은 실제 또는 잠재적 재해 발생 시 종합 비상서비스 

계획, 대책, 교육, 대응 및 이리 카운티의 비상서비스 자원의 조직을 통해 공공 안전을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이리 카운티의 Mark C. Poloncarz 카운티 행정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리 

카운티 비상관리팀은 항상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하고 있으며, 이 인증을 받는 것은 팀이 

대중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개선점에 집중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인증을 통해 웨인과 주 전역의 7개 카운티에 합류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리 카운티 사람들을 대표하여 열심히 노력해 주신 저희 

비상서비스(Emergency Services)/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 커미셔너 Dan Neaverth, Jr.와 그의 직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리 카운티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 Daniel Neaverth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기관의 정책과 

절차에 대한 상세한 검토가 매우 유용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인증 절차를 통해 비상 

관리 기관은 오늘날의 까다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조정하는 데 필요한 모든 시정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검토 덕분에 카운티가 준비를 더 잘 마칠 수 있습니다."  

  

웨인 카운티 비상 관리 사무실(Emergency Management Office)은 적합한 웨인 카운티 

기관 및 외부 파트너와 함께 웨인 카운티 주민들에게 긴급 완화, 준비, 대응 및 복구 

서비스를 조정합니다. 이러한 업무는 일반적으로 카운티의 비상 운영 센터(Emergency 



Operations Center)에서 이루어지며 매년 검토되는 종합 비상 관리 계획(Comprehensive 

Emergency Management Plan)에 따라 진행됩니다. 비상 관리 사무실(Emergency 

Management Office)은 비상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보다 복원력을 갖추기를 

독려합니다. 비상 관리 사무실(Emergency Management Office)은 또한 웨인 카운티의 

공공 경보 및 경고 시스템, 즉 웨인 카운티 경보(Wayne County Alerts)를 관리하여 

비상사태 시 주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합니다.  

  

웨인 카운티 비상 관리 사무실(Emergency Management Office) George Bastedo 

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체 웨인 카운티 비상 관리팀(Emergency Management 

Team)의 노력을 통해, 뉴욕주 카운티 중 9번째로 주 인증 비상 관리 사무실이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이 인증은 웨인 카운티의 시민과 이해관계자들에게 비상 관리의 모든 

측면에 대한 우리의 지속적인 노력을 보여줍니다. 인증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욱 강력한 

조직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 인증의 획득에 관심이 있는 지역 비상 관리 사무실은 인증 표준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정책, 계획 및 문서를 작성 및/또는 개발해야 합니다. 필요한 모든 문서는 뉴욕 대응(NY 

Responds) 웹 포털에 공유되거나 업로드되므로 현장 검토 전에 자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과 뉴욕주 비상 관리 협회(New York State Emergency 

Management Association)는 준비 단계에서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요청된 자료가 모두 

확보되면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은 심사를 위해 최소 2명 이상의 숙련된 평가팀을 선출할 것입니다.  

  

심사에는 필요한 계획과 문서의 추가 검토 및 필요 시 비상 상황 관리자, 스태프 등과의 

인터뷰가 포함됩니다. 비상 관리 사무실은 각 기준 및 관련 표준을 어떻게 충족하는지 

입증, 문서화 및 명료화할 책임이 있습니다. 인증을 받기를 원하는 지역 비상 관리 

사무실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에 제출해야 합니다.  

  

프로그램 안내, 자격 및 기준을 비롯한 뉴욕주 지역 비상 관리 인증 프로그램(New York 

State Local Emergency Management Accreditation Program)에 대한 추가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HSES) 소개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HSES)은 테러 및 기타 인재, 천재, 위협, 화재, 기타 

비상 상황 발생 시 이를 예방하고, 이로부터 보호하며, 대비하고, 대응하며, 이런 상황 

발생 시 복구할 수 있는 활동을 위해 리더십, 공조,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HSES) 페이스북 페이지 방문, @NYSDHSES 

트위터 팔로우 또는 dhses.ny.gov를 방문하여 확인하세요.  

  

http://www.dhses.ny.gov/oem/ema/documents/accreditation-application-form.pdf
http://www.dhses.ny.gov/oem/ema/index.cfm
http://www.dhses.ny.gov/
https://www.facebook.com/NYSDHSES
https://twitter.com/NYSDHSES
http://www.dhses.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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