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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비상비상비상비상 콜센터콜센터콜센터콜센터 건립을건립을건립을건립을 위해위해위해위해 900만만만만 달러달러달러달러 보조금보조금보조금보조금 지원지원지원지원 발표발표발표발표 

 

State Interoperability Grant Program을을을을 통해통해통해통해 카운티별로카운티별로카운티별로카운티별로 Public Safety Answering Point 운영운영운영운영, 통합통합통합통합 및및및및 

개선개선개선개선 관련관련관련관련 비용비용비용비용 환급환급환급환급 

 

Governor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PSAP(Public Safety Answering Point)와 관련하여 

OIEC(Office of Interoperability and Emergency Communications)의 뉴욕주 DHSES(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를 통해 약 900만 달러의 보조금을 환급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PSAP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긴급 호출 응대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찰, 소방차 또는 앰뷸런스 응급 

서비스 출동을 지원하는 콜센터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러한 보조금은 자치 기관들이 긴급 통신 시스템을 개선, 간소화 및 통합할 수 

있는 중요한 지원을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치 기관들은 보조금을 활용하여 어떤 긴급 

상황에서나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공공 안전을 위한 고급화된 능력을 통해 뉴욕주 

시민들에게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Jerome M. Hauer DHSES 국장은 “PSAP 보조금 대상 기관들은 공공 안전 향상을 위한 중요한 요구 

사항들과 통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금전적 가치와 프로그램이 안겨주는 이점을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보조금은 지역 기관들이 통합 및 협력을 통해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State Interoperability Grant Program은 2012-13년 책정된 국가 예산에 대해 2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큰 금액에 해당하는 1억 200만 달러는 초동 조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상호 통신 능력을 극대화하고 주 정부 기관을 포함하는 지역 간 협력 네트워크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 2월 주 전역에 걸쳐 29개 카운티에 지급했습니다.  

 

PSAP 보조금은 이 프로그램의 두 번째로 큰 금액으로 통합 및 개선과 관련된 비용을 카운티에 

환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결과 PSAP 통합, 개선 및 강화를 위해 신청자들에게 700만 달러의 

보조금을 환급했고 통합된 PSAP에 대한 유지 및 운영 비용에 대한 보조금으로 약 200만 달러의 

금액을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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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hen J. Acquario NYS Association of Counties 전무 이사는 “NYSAC는 카운티 PSAP를 위해 이러한 

기금을 지출한 것에 대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이 기금은 카운티가 시민들에게 없어서는 안될 

911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도움을 줍니다. 뉴욕 주 정부는 911 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통신 

기능을 보장함으로써 시민 안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투자를 했습니다.” 

 

통합 보조금을 받은 11개 카운티는 다음과 같습니다. 

•Broome: 988,662달러 

•Delaware: 179,209달러 

•Erie: 967,981달러 

•Franklin: 365,000달러 

•Hamilton: 144,472달러 

•Lewis: 808,615달러 

•Niagara: 620,000달러 

•Oswego: 836,009달러 

•Otsego: 866,051달러 

•Sullivan: 799,000달러 

•Warren: 425,000달러 

 

유지 보조금을 받은 13개 카운티는 다음과 같습니다. 

•Allegany: 155,954달러 

•Cattaraugus: 199,918달러 

•Chautauqua: 93,516달러 

•Chenango: 74,051달러 

•Dutchess: 63,892달러 

•Jefferson: 295,523달러 

•Livingston: 305,767달러 

•Onondaga: 187,591달러 

•Orleans: 133,090달러 

•Rensselaer: 17,823달러 

•Suffolk: 250,381달러 

•Tioga: 28,711달러 

•Wayne: 193,783달러 

 

Statewide Interoperable Communications Grant 프로그램은 2010년 설립된 이래 58개 대상 주에서 

55개 주가 신청했으며 지역 간 상호 운영이 가능한 소통 파트너 관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0년 제정된 법령 제 56장에 따르면 뉴욕 주 DHSES(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는 OIEC(Office of Interoperable and Emergency Communications)를 통해 모든 상호 운영 및 



 

Korean 

긴급 통신 문제에 대해 원칙에 의거한 주 정부 역할을 담당하고 초동 조치에 대해 전국적으로 상호 

운영이 가능한 통신을 지원할 수 있게 고안된 공공 안전 통신 및 네트워크의 개발, 통합 및/또는 

운영을 용이하게 해주는 보조금 프로그램을 조율 및 구현해야 하는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SICG(Statewide Interoperable Communications Grant)는 주 정부 휴대폰 요금 수입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는 경쟁력 있는 보조금 제도입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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