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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 주지사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17개개개개 카운티에카운티에카운티에카운티에 비상비상비상비상 통신통신통신통신 업그레이드를업그레이드를업그레이드를업그레이드를 위해위해위해위해 5,000만만만만 달러달러달러달러 지원을지원을지원을지원을 

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 

 

이이이이 자금자금자금자금 지원으로지원으로지원으로지원으로 최초대처자최초대처자최초대처자최초대처자 통신을통신을통신을통신을 강화하고강화하고강화하고강화하고, "NY Responds" 전뉴욕전뉴욕전뉴욕전뉴욕 긴급상황긴급상황긴급상황긴급상황 관리관리관리관리 
시스템을시스템을시스템을시스템을 보완하다보완하다보완하다보완하다 

 

2011년년년년 이후이후이후이후 비상비상비상비상 통신을통신을통신을통신을 개선하는개선하는개선하는개선하는 카운티에카운티에카운티에카운티에 2억억억억7,500만만만만 달러의달러의달러의달러의 주주주주 지원금을지원금을지원금을지원금을 제공하다제공하다제공하다제공하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17개 카운티가 중요한 비상 통신 시스템 개선을 위해 

총 5,000만 달러의 지원금을 받게 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17개 카운티들은 각기 

지자체의 응급상황 대처에서 중요한 역할을하는 인프라, 장비 및 기술 업그레이드와 

관련한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최고 350만 달러의 지원금을 받습니다. 이 보조금은 

뉴욕주 상호운영보조금 프로그램의 4차분의 일부입니다.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매 1분 1초가 중요합니다. 이 지원금은 더 많은 카운티가 비상 

통신 시스템을 업그레이트해서 더 신속하게 연락을 주고 받고 더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라고라고라고라고 Cuomo 주지사가주지사가주지사가주지사가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이는 비상 상황 발생 시 정부의 모든 

관계 부처가 보다 더 잘 연락을 주고 받도록 하고 현지 커뮤니티가 최고의 도구에 

액세스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뉴욕주민들을 가급적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행정부가 보여준 그 무엇과도 비할 수 없는 투자의 일환입니다.” 

 

5,000만 달러의 뉴욕주 지원금은 카운티들이 새로운 무선장비를 타워와 안테나 위치에 

설치하여 송출 범위를 확대하고 대중 안전 무선 시스템 간에 공통된 상호운용성과 상호 

지원 채널을 구축하고 긴급 서비스 배치 시설을 통합하고 카운티가 시스템을 하나로 

연결할 수 있는 기술을 배치하도록 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이러한 통신장비 업그레이드는 뉴욕주 전역에 걸쳐 현지 긴급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고 

NY Responds 뉴욕주 긴급상황 관리 시스템을 보완해줄 것입니다. 이번 여름 발표된 NY 

Responds는 뉴욕주의 모든 카운티에게 보편적인 긴급상황 관리 소프트웨어를 최초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지자체에 무료로 제공되는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지방정부와 주정부기관 모두 사건 보고와 지원자료 요청에서부터 자산과 기\상 상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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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추적에 이르는 중요한 재난 관련 정보를 제출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뉴욕주 전역의 지역 커뮤니케이션 파트너십을 지원하는 주 지원 방식의 

경쟁적인 보조금 프로그램을 통해 전달됩니다. 현지 및 뉴욕주 공공안전 기관 간의 

파트너십은 최초대처자를 위해 상호 운용이 가능한 비상 통신 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지원금 프로그램은 뉴욕주 국토안보 및 긴급서비스부에서 관리하며, 뉴욕은 

이러한 프로그램을 보유한 미국 유일의 주입니다. 

 

“관할지역 간의 무선 상호운용성은 최초대처자들이 시민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협업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라고라고라고라고 뉴욕주 국토안보 및 

긴급서비스부의 John P. Melville 장관이장관이장관이장관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보조금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지만 기금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지원금을 받은 카운티들은 

여러 정부기관들과 관할지역 사이에서 공공안전 커뮤니케이션을 개서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지역 커뮤니케이션 접근방식을 위해 힘쓰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62개 카운티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지난 4년 동안 모두 다 뉴욕주 상호 운용 가능 

커뮤니케이션 보조금(Statewide Interoperable Communications Grant)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뉴욕주는 상호 운용 가능 무선 

커뮤니티케이션과 긴급 서비스 배치 서비스를 위해 2억7,500만 달러를 지급했습니다. 

 

뉴욕주 국토안보 및 긴급서비스부는 제4회 지원기금 신청으로 55건을 받았습니다. 이는 

이 프로그램이 2011년에 시작된 이후 가장 높은 참여율입니다. 뉴욕주와 지방정부를 

대표하는 5인의 평가위원들로 구성된 평가단은 지원금 수령자를 결정하기 위해 

최고점에서 최저점으로 신청서 점수를 매겼습니다. 지원금 이행 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제제제제4차차차차 지원금이지원금이지원금이지원금이 배정된배정된배정된배정된 카운티는카운티는카운티는카운티는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습니다같습니다같습니다같습니다: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수상수상수상수상 금액금액금액금액 

Cayuga 2,525,492달러 

Columbia 3,500,000달러 

Dutchess 2,048,758달러 

Erie 2,132,185달러 

Essex 420,814달러 

Genesee 3,065,120달러 

Greene 3,500,000달러 

Livingston 3,500,000달러 

Madison 3,500,000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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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roe 3,493,045달러 

Nassau 3,500,000달러 

Oneida 3,500,000달러 

Putnam 3,500,000달러 

Rensselaer 3,500,000달러 

Saratoga 2,961,221달러 

Schoharie 2,406,500달러 

Steuben 2,946,865달러 

총계 50,000,000달러 

 

뉴욕주 상호운영보조금 프로그램의 성과를 바탕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추가 6,000만 

달러의 책정금은 내년에 경쟁력 있고 포뮬러를 기반으로 한 기회를 위해 2015-2016년도 

프로그램 예산으로 사용됩니다. 이 책정금은 제4차 지원금을 획득하지 못했지만 계속 

노력하고 있는 카운티를 지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토안보비상본부국토안보비상본부국토안보비상본부국토안보비상본부 소개소개소개소개 

 

DHSES와 그 4개 실 – 비상관리실, 화재예방통제실, 상호작용비상통신실 및 대테러실은 

테러 및 기타 사람 및 자연에 의한 재난, 위협, 화재 및 기타 비상을 예방, 보호, 대비, 대응 

및 복구하는 노력을 위한 리더십, 조율 및 지원을 제공합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DHSES 페이스북 페이지를 방문하거나 트위터에서 @NYSDHSES를 팔로우하거나 또는 

dhses.ny.gov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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