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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4년 7월 9일 

 

CUOMO 주지사는주지사는주지사는주지사는 국토국토국토국토 안보안보안보안보 교부금에교부금에교부금에교부금에 1억억억억 8천천천천 5백만백만백만백만 달러달러달러달러 발표발표발표발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 주의 지방 자치 단체에 주 및 연방 국토 안보 교부금의 1억 

8천 5백만 달러 이상의 자금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자금 지원은 중요한 인프라 보호를 지원하고 

뉴욕시 테러 방지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주 전체 카운티의 핵심 비상 사태 대비 및 대응 기능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9/11 사태부터 슈퍼 폭풍 Sandy까지, 우리의 첫 번째 대응 기관과 지방 법 집행 기관은 뉴욕 주민과 

우리의 지역 사회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을 핵심으로 여겨왔습니다.”라고 Cuomo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이러한 보조금은 이런 작업을 지원하는 데 매우 중요하고, 저는 그들이 더 강하고 더 

탄력적인 주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지원은 미국 국토 안보부(DHS)가 주 국토 안보부(SHSP)과 도시 지역 안보 

사업(USAI) 보조금, 위기 관리 행동 보조금(EMPG)를 통해 가능했습니다. 뉴욕주 국토 보안 및 위기 

서비스 부(DHSES)는 지역의 이해 관계자들과의 긴밀한 협조로 이러한 프로그램을 관리합니다.  

 

DHSES 위원 Jerome M. Hauer는 “DHSES는 지자체들과 최초 대응자들이 재난 대비 및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매우 중요한 교부금을 배부합니다. 이 보조금은 지역 사회에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리의 지역의 일차 대응자에게 도움이 

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도시도시도시도시 지역지역지역지역 안보안보안보안보 사업사업사업사업(UASI) 보조금보조금보조금보조금 프로그램프로그램프로그램프로그램 1억억억억 6천천천천 110만만만만 달러달러달러달러 

 

DHSES은 2014년 도시 지역 안보 사업(UASI) 보조금에서 뉴욕 시 수도권 관할 구역에 자금을 

수여했습니다. 이 지역은 중요한 테러 방지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이 자금을 

사용할 것입니다. 연방 정부의 지침에 따라, UASI 자금의 80%가 합의된 과정을 통해 도시 지역 근무 

그룹(UAQF)의 파트너에 할당되고 이 자금에 대한 합의 계약의 내용은 아래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2014년 USAI의 보조금의 추가적인 1천 8백만 달러가 테러 관련 활동에서 잠재적인 위협의 

측면에서 도시의 독특한 위치를 인정 받아 일부로 뉴욕 시에 할당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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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년년년 UASI 교부금교부금교부금교부금 수상수상수상수상 내역내역내역내역 

 

뉴욕시: 139,887,478 달러 (* 주 UASI 교부금 일부에서 온 1천 8백만 달러 포함) 

Nassau 카운티: 2,652,733 달러 

Suffolk 카운티 : 2,652,733 달러 

Westchester 카운티: 2,652,733 달러 

Yonkers 시: 2,652,733 달러 

뉴욕 과 뉴저지 항만청: 10,674,978 달러 

 

 

2013-14 공공공공공공공공 안전안전안전안전 대응대응대응대응 점수점수점수점수 부여부여부여부여 교부금교부금교부금교부금 900만만만만 달러달러달러달러 

 

700백만 달러는 카운티 911 시스템에 효과적인 PSAP 보상에 할당되었습니다. 이 자금은 911 

스타일 공공 안전 대응 시스템과 데이터 공유, 효율적인 운영 효율성, 지역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의 구현을 위한 자금을 충당합니다. 

 

2013-14 PSAP 합병합병합병합병 수상수상수상수상 

Cayuga $499,901 

Chemung $487,869 

Erie $299,065 

Essex $446,305 

Greene $436,204  

Oneida $405,563 

Otsego $500,000 

New York 

City 

$500,000 

Rensselaer $455,493 

Saratoga $500,000 

Seneca $49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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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llivan $500,000 

Tompkins $500,000 

Washington $500,000 

Yates $473,600 

  

합계합계합계합계 $7,000,000 

 

PSAP 지속지속지속지속 교부금교부금교부금교부금 2백만백만백만백만 달러달러달러달러 

 

이 프로그램은 PSAP에 운영 경비(개인 서비스 비용이 아닌)를 카운티에 보상을 제공합니다. 

 

2013-14 지속지속지속지속 수상수상수상수상  

Broome $89,253 

Cattaraugus $89,253 

Cayuga $84,333 

Chautauqua $89,253 

Clinton $83,738 

Columbia $62,477 

Cortland $89,253 

Genesee $89,253 

Greene $77,293 

Livingston $89,253 

Madison $89,253 

Monroe $89,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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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ssau $89,253 

Niagara $82,387 

Ontario $25,705 

Putnam $89,253 

Rensselaer $18,296 

Rockland $89,253 

Saratoga $87,162 

Schenectady $89,253 

St. 

Lawrence 

$62,522 

Sullivan $84,887 

Ulster $89,253 

Wayne $89,253 

Yates $81,667 

  

합계합계합계합계 $2,000,000 

 

유해유해유해유해 물질물질물질물질 교부금교부금교부금교부금 프로그램프로그램프로그램프로그램 2백만백만백만백만 달러달러달러달러 

 

이 교부금은 위험 물질(HazMat)에 대한 대응 능력을 유지하고 지역적인 구축 접근에 대한 뉴욕의 

의지를 재확인합니다. 주의 위험 물질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지역 협력 관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은 다른 분야의 모범이 되는 예시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하고 현재의 위협 환경에 비추어, 

DHSES는 올해 위험 물질 교부금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을 2백만 달러까지 증가시켰습니다 

(2013년은 1백만 달러). 지역 위험 물질의 파트너십은 기존의 장비, 첨단 장비 및 기술의 획득의 

유지 보수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유지하고 사전에 이 기금을 사용하고, 최첨단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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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할당은 국가의 수식을 기반으로 만들어져 2014년 위험 물질 교부금 프로그램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각각각각 

파트너에파트너에파트너에파트너에 

대한대한대한대한 신탁신탁신탁신탁 

에이전트에이전트에이전트에이전트 

각각각각 지역지역지역지역 파트너에파트너에파트너에파트너에 포함된포함된포함된포함된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2014년년년년 

수상수상수상수상 

Albany 

카운티 Albany, Rensselaer, Saratoga, Schenectady $150,000 

Broome 

카운티 Broome, Chenango, Delaware, Otsego $108,000 

Cayuga 

카운티 Cayuga, Cortland, Tompkins $72,000 

Chautauqua 

카운티  Allegany, Cattaraugus, Chautauqua,  $94,000 

Columbia 

카운티 Columbia, Greene $46,000 

Erie 카운티 Erie, Niagara $172,000 

Genesee 

카운티 

Genesee, Livingston, Monroe, Orleans, 

Wyoming $196,000 

Jefferson 

카운티 Jefferson, Lewis $52,000 

Nassau 

카운티 Nassau $94,000 

Oneida 

카운티 Herkimer, Oneida $64,000 

Onondaga 

카운티 Madison, Onondaga, Oswego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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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ckland 

카운티 Orange, Rockland, Sullivan, Ulster $142,000 

Schoharie 

카운티 Fulton, Montgomery, Schoharie $68,000 

Schuyler 

카운티 Chemung, Schuyler, Steuben, Tioga $106,000 

Seneca 

카운티 Ontario, Seneca, Wayne, Yates $110,000 

Suffolk 

카운티 Suffolk $102,000 

Warren 

카운티 

Clinton, Essex, Franklin, Hamilton, St. 

Lawrence, Warren, Washington $182,000 

Westchester 

카운티 Westchester, Dutchess, Putnam $132,000 

18개개개개 지역지역지역지역 

파트너파트너파트너파트너 
총총총총 57개의개의개의개의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2,000,000 

 

 

 

비상비상비상비상 관리관리관리관리 성과성과성과성과 교부금에교부금에교부금에교부금에 760만만만만 달러달러달러달러 

 

비상 경영 성과 교부금 프로그램(EMPG)은 뉴욕 주의 비상 사태 관리 기능을 유지하는 데 사용되는 

핵심 교부금 프로그램입니다. EMPG 자금은 지방과 관련된 계획, 교육 및 운동 활동과 자격 장비 

구매를 위한 비상 관리 직원의 위치를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EMPG위한 기금은 미국 

국토안보부(DHS)를 통해 제공됩니다.  

 

EMPG 수상은 설립된 국가 자금의 공식을 사용하여 결정됩니다. 총 7,603,047 달러가 카운티 정부와 

뉴욕시에 이 과정을 통해 수여되었고 50%의 비용 일치를 요구했습니다. 

 

2014년 EMGP 카운티 할당 : 

Albany $119,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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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egany $23,472 

Broome $80,704 

Cattaraugus $35,311 

Cayuga $35,201 

Chautauqua $55,911 

Chemung $38,523 

Chenango $24,049 

Clinton $35,994 

Columbia $28,812 

Cortland $23,619 

Delaware $23,107 

Dutchess $117,268 

Erie $351,834 

Essex $19,858 

Franklin $24,473 

Fulton $25,957 

Genesee $27,673 

Greene $23,575 

Hamilton $6,825 

Herkimer $29,349 

Jefferson $48,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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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wis $15,222 

Livingston $29,678 

Madison $32,716 

Monroe $285,906 

Montgomery $23,952 

Nassau $510,522 

Niagara $86,693 

Oneida $93,640 

Onondaga $181,250 

Ontario $45,732 

Orange $145,695 

Orleans $21,183 

Oswego $51,082 

Otsego $28,496 

Putnam $42,629 

Rensselaer $65,166 

Rockland $122,627 

St. Lawrence $47,246 

Saratoga $87,877 

Schenectady $63,392 

Schoharie $17,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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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uyler $11,922 

Seneca $18,303 

Steuben $42,358 

Suffolk $568,571 

Sullivan $34,265 

Tioga $24,294 

Tompkins $43,329 

Ulster $73,871 

Warren $29,797 

Washington $28,857 

Wayne $40,388 

Westchester $363,183 

Wyoming $20,909 

Yates $14,566 

New York 

City $3,090,190 

  

합계합계합계합계: $7,603,047 

 

 

다음다음다음다음 사업은사업은사업은사업은 뉴욕뉴욕뉴욕뉴욕 주에주에주에주에 걸쳐걸쳐걸쳐걸쳐 1차차차차 응답응답응답응답 기관을기관을기관을기관을 사용할사용할사용할사용할 자격이자격이자격이자격이 있습니다있습니다있습니다있습니다: 

 

폭탄폭탄폭탄폭탄 처리반처리반처리반처리반 사업사업사업사업 2백만백만백만백만 달러달러달러달러 

 

2014년 폭탄 처리반 사업을 통해, DHSES는 12개의 지역 FBI 공인 폭탄 처리반에 2백만 달러를 

할당할 것입니다. 이 기금의 할당은 DHSES가 9년 연속으로 지역 폭탄 분대에 직접 자금을 제공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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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총, 국가는 주 전체 사전 폭탄 처리반의 기능을 유지하고 진행하기 위해 이 

프로그램에 1천 360만 달러를 지시했습니다.  

• 뉴욕뉴욕뉴욕뉴욕 주주주주 남부남부남부남부 지역지역지역지역 폭탄폭탄폭탄폭탄 처리반처리반처리반처리반 : Nassau 카운티, 뉴욕시, Rockland 카운티, Suffolk 카운티, 

Westchester 카운티 

•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중부중부중부중부 지역지역지역지역 폭탄폭탄폭탄폭탄 처리반처리반처리반처리반: Endicott 마을, Onondaga 카운티, Syracuse시 

• 서부서부서부서부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지역지역지역지역 폭탄폭탄폭탄폭탄 처리반처리반처리반처리반: Chautauqua 카운티, Erie 카운티, Monroe 카운티, Rochester 

시 

 

폭발폭발폭발폭발 송곳니송곳니송곳니송곳니 감지감지감지감지 50만만만만 달러달러달러달러 

 

DHSES는 폭발물 탐지 송곳니 팀 교부금 프로그램에 50만 달러를 주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지역 법 집행 기관은 활성화된 도로 순찰 구성 요소와 함께 이 교부금 기회를 사용하여 폭발물 탐지 

송곳니 팀을 관할 구역에 구축하거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비 지원자들이 추구 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1)폭발물 탐지 송곳니 팀의 자산(최대 6만 

달러)를 개발하거나, 2)기존에 개발한 폭발물 탐지 송곳니 팀의 능력을 지탱하고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최대 2만 달러). 자금 조달에 대한 요청은 DHSES와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함께 진행한 

수행 능력 평가에 기반합니다.  

 

핵심핵심핵심핵심 인인인인프라프라프라프라(CIGP) 최대최대최대최대 50만만만만 달러달러달러달러 

 

핵심 인프라 교부금 프로그램(CIG)은 정부 소유의 핵심 인프라 지역에서 특별 행사에서 뉴욕 주 

시즌 위험 지역에서 보안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교부금은 인프로 보호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위험 관리에 대한 공통의 이해를 진행합니다. 첫째, 지원자는 핵심 인프라 지역, 

특별 행사, 또는 시즌 위험 지역을 고르고 위험 평가를 완료한 다음 지역의 공격으로부터 1차 

대응자가 보호하기 위한 능력을 평가합니다. 마지막으로, 교부금은 위험과 능력 평가에서 식별된 

취약성을 완화하기 위해 적용됩니다.  

 

아래에 있는 대상 카운티 내에서 지방 정부의 단위는 2014년의 핵심 인프라 교부금 프로그램에 

따라 자금 조달에서 최대 5만 달러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 지역은 뉴욕시 다음과 같은 

카운티를 포함합니다: Albany, Broome, Dutchess, Erie, Livingston, Madison, Monroe, Nassau, Niagara, 

Oneida, Onondaga, Ontario, Orange, Orleans, Oswego, Putnam, Rensselaer, Rockland, Saratoga, 

Schenectady, Schoharie, Suffolk, Sullivan, Wayne, Westchester 및 Yates. 신청은 선택한 지역의 예방 및 

보호 책임을 적어도 두 기관과 협조해야 합니다.  

 

 



Korean 

기술기술기술기술 구조구조구조구조/도시도시도시도시 탐색탐색탐색탐색 구조구조구조구조(USAR) 2 백만백만백만백만 달러달러달러달러 

 

DHSES는 기술 구조/도시 탐색 구조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2 백만 달러를 할당하고 있습니다. 

자격이 있는 기술 구조/도시 탐색 구조 팀은 구조 붕괴, 트렌치, 좁은 공간, 수로/홍수와 밧줄 구출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능력을 유지 및 발전을 위해 10만 달러까지 교부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정 중점을 효율적으로 대응 조작을 위해 바로 지역 파트너의 개발에 배치됩니다. 대상 

계획, 장비, 훈련, 운동 활동을 통해 2014년 기술 구조/도시 탐색 구조 교부금은 재해 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이 팀의 능력을 향상하는 데 사용됩니다.  

 

전술전술전술전술 팀팀팀팀 교부금교부금교부금교부금 프로그램프로그램프로그램프로그램 2백만백만백만백만 달러달러달러달러 

 

이번 교부금은 또한 법 집행 작업의 일환으로 활동적인 전술 팀과 지역, 카운티 및 부족의 법 집행 

기관의 유일한 전술 팀 교부금 프로그램(2백만 달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경쟁을 통해 수여되는 

이 자금은 활동적인 사격 사건 및 기타 반대 테러 임무에 대응하는 지역 전술 팀의 능력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주 전체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중점은 지역 팀의 뉴욕 주 표준의 전술/SWAT 팀의 

달성 및 후속 지원에 배치됩니다. 자격이 되는 신청자는 특정 장비, 훈련, 연습, 훈련 비용에 뉴욕 주 

표준을 달성하고 후속 지원과 일치하기 위한 계획의 비용에 투자를 위해 팀 당 최대 10만 달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 상원 의원 Kirsten Gillibrand는 “뉴욕은 미국에서 상위의 테러 대상으로 남아있으며 우리는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연방 및 주 정부 자원을 투자하여 경계를 지속해야 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반테러 자금은 뉴욕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와 팔의 법 집행 기관과 초동 

조치를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원 의원 Nita Lowey는 “비상 대비는 안전한 사회를 보장하는 데 가장 중요합니다. 하원 세출 

위원회의 임원으로, 저는 뉴욕과 같은 위험이 높은 지역이 안전한 지역 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의회에서 우선 순위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우리가 

준비, 의사 소통 및 대응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원 의원 Pete King은 “뉴욕은 항상 테러의 첫 번째 대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이러한 기금을 계속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교부금 프로그램의 더 많은 정보를 위해서는http://www.dhses.ny.gov/grants/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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