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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의 제1단계
단계 완료를 발표하다
주지사 NY RESPONDS의

뉴욕주에서 재난 대응 및 복구를 강화하는 이니셔티브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국토안보및비상서비스부의 비상관리실이 재난
대응 및 복구를 위한 뉴욕주의 새로운 방책인 NY Responds 제1단계 작업이
완료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제1단계가 완료됨에 따라 카운티 비상관리 기관들은
이제 재난 또는 비상사태 발생 시 Albany에 있는 뉴욕주 비상작전센터(Emergency
Operations Center)와 연락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NY Responds는 뉴욕주가 재난 및 기타 비상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바꾸고 강화하고
있습니다”라고
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이 새로운 접근 방식은 커뮤니티들이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상황 소식을 더 잘 전달 받고 보다 신속하게 복구하도록 돕는 공조 대응
활동을 하는 데 주요 역할을 합니다."
지자체에 어떤 비용 부담 없이 제공되는 이 강화된 사고 관리 시스템은 지방정부와
주정부 기관 모두에게 사건 보고와 자원 요청에서부터 실시간 자산 및 기후 상황 추적에
이르는 중요한 재난 관련 정보를 전달하고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이 새로운
시스템은 Herkimer와 Seneca 카운티에서 발생한 최근 사고에서 이미 성공적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NY Responds의 일환으로, 국토안보및비상서비스부는 주정부 기관 및
카운티들을 꾸준히 교육하고 Mutualink에 액세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Mutualink는
전화, 라디오, 동영상, 파일 공유를 공동 사용 가능한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으로 통합하는
새로운 기술 솔루션입니다. 이 시스템을 사용하면 지방 비상 대응 직원들이 원활한

Korean

실시간 정보를 주정부 및 기타 카운티들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Mutualink를 NY
Responds 일반 운영 그림에 넣고 통합하는 작업은 2016년에 시작합니다.
제2단계에서 국토안보및비상서비스부는 사고 관리 시스템에 최신 지리 정보 시스템,
기후 예측 및 모델링, 추가 Mutualink 특징, 자산 및 재고관리, 통지 및 알림을 추가하는
또 다른 업그레이드를 할 예정입니다. 제2단계는 2016년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뉴욕주 국토안보및비상서비스부의 John P. Melville 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NY
Responds는 세계 최고의 비상관리대응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주지사의 비전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NY Responds는 일단 모든 카운티에서 실행이 되면 비상상황
관리자 및 선출직 공무원들에게 위기 발생 시 뉴욕주와 기타 지방 정부와 공조할 보다
나은 방법을 제공할 것입니다."
뉴욕주 비상상황 관리자 협회장이자 Livingston 카운티의 비상관리실장인 Kevin
Niedermaier는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NY Responds는 지방 비상관리자에게 지방
단위뿐만 아니라 주 단위에서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도구를
제공합니다. 꼭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꼭 필요한 도구이죠."
Herkimer 카운티 비상서비스실장인 Robert Vandawalker는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Herkimer 카운티 비상 서비스(Emergency Services)는 최근에 개시된 NY Responds
System을 잘 활용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비상서비스실은 뉴욕주
비상관리실이 즉시 인정하고 처리한 NY Responds를 통해서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이것은 정보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NY Responds 시스템이
뉴욕주에서 비상관리대응을 향상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Seneca 카운티 비상관리실장 Melissa Taylor는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Seneca 카운티
비상관리부는 최근 NY Responds를 통해 NYSDOH 직원에게 대량 백신 클리닉 지원을
위해 A형 간염 백신을 요청하였습니다. NY Responds는 비상 대응 상황을 조정하는
원스톱 숍 역할을 하는 훌륭한 도구입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어려운 상황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고 요청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뉴욕주 비상관리자협회 지역부사장 겸 Rensselaer 카운티 공공안전실장 Kelly Paslow는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비상관리커뮤니티는 주지사와 NYSOEM이 이 조치를 취하는 것을
보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카운티 정부에 어떤 비용 부담도 주지 않고
인터넷 기반 프로그램을 통해서 뉴욕주 비상작전센터에 액세스하여 실시간으로 상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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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표준 도구가 될 것입니다. 또한 비상관리자들로 하여금 사고 발생
시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해주고 각 요청 카운티들디 뉴욕주 자산에 대한 요청을
추적할 수 있게 해줍니다."
국토안보비상서비스부 소개
뉴욕주 국토안보비상서비스부와 산하의 네 개 기관, 즉 비상관리실, 화재예방제어실,
상호운용및비상 커뮤니케이션실, 대테러실은 테러 및 기타 인재와 천재, 위협, 화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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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DHSES Facebook 페이지를 방문하거나 트위터에서
@NYSDHSES를 팔로우하고, 또는 dhses.ny.gov를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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