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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4년 10월 16일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긴급긴급긴급긴급 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 출동을출동을출동을출동을 지원하기지원하기지원하기지원하기 위한위한위한위한 1,000만만만만 달러의달러의달러의달러의 보조금보조금보조금보조금 지원지원지원지원 발표발표발표발표  

 

새새새새 프로그램을프로그램을프로그램을프로그램을 통해통해통해통해 공공공공공공공공 안전안전안전안전 대책대책대책대책 지점에지점에지점에지점에 해당하는해당하는해당하는해당하는 카운티의카운티의카운티의카운티의 활동활동활동활동 지원지원지원지원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전 지역의 긴급 대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총 1,000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State 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 Emergency 

Services가 관리하는 이 보조금은 911 대응 및 긴급 서비스 출동 업무를 지휘하는 57개의 카운티와 

뉴욕시 지원 자치단체에 지급됩니다. 

 

Cuomo 주지사는 “초동 조치는 뉴욕주 구석 구석에 사는 뉴욕 시민들에게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 보조금은 긴급 상황 발발 시 신속하게 응대할 수 있게 해준다”고 말했습니다. “극한 

기후부터 교통 사고 및 그 밖의 모든 사건까지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우리의 응급 처치 요원들이 

적시에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발표된 보조금은 PSAP(Public Safety Awareness Points) Operations Grant를 통해 DHSES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PSAP는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가 오면 긴급 서비스 출동이 이뤄지는 공공 

시설입니다. 뉴욕주 곳곳의 여러 카운티들은 911 응대 및 출동 업무의 대부분을 지휘하고 있으며, 

시, 카운티 및 뉴욕주별로 응대 시설 간 서비스를 조정합니다. 

 

이 보조금은 자격이 되는 대중안전요청 접수 및 출동 경비에 대하여 뉴욕주가 카운티를 지원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설운영을 통합하고 관할지역과 지역 및 뉴욕주 초동 조치 모두에 

대하여 출동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법권의 PSAP에 걸쳐 서비스를 공유하는 등의 모범 사례와 

효율성을 홍보합니다. 이렇게 지속가능한 자원의 이점을 통해 여러 카운티는 문자 메시지, 데이터 

서비스 및 향상된 지리적 위치를 지원하는 차세대 911 (NG-911) 기술에 많은 투자를 쏟아 붓고 

있습니다. 신청 자격 대상은 모든 카운티와 뉴욕시입니다.  

 

DHSES 위원장 Jerome M. Hauer는 “출동 업무는 우리 시민들을 보호하는 필수적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911에 도움을 요청하는 시민은 자신이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든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장비와 서비스를 빨리 받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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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Safety Answering Points Operations Grant는 비영리 기관으로서, 정량화할 수 있는 요소와 

관련 통계에 따라 카운티를 대상으로 자금의 공평한 분배를 추구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분배합니다. 이 방식은 카운티의 시설운영 범위, 인구 통계학적 요소, 응급 서비스 긴급 호출, 

신기술 적용 시 달성한 성과, 긴급 통화에 대한 뉴욕주 및 연방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계정 기준을 

고려합니다. 이 자료를 통해 카운티의 요구는 뉴욕주 전반에 걸쳐 안정적이고 일관된 911 구조 

개발이라는 총체적 목표와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4-15 PSAP 운영운영운영운영 보조보조보조보조금금금금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지급액지급액지급액지급액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지급액지급액지급액지급액 

Albany $205,465   Niagara $189,204  

Allegany $165,914   Oneida $222,396  

Broome $200,182   Onondaga $195,771  

Cattaraugus $179,784   Ontario $153,455  

Cayuga $168,619   Orange $180,272  

Chautauqua $188,236   Orleans $134,050  

Chemung $180,464   Oswego $180,517  

Chenango $174,953   Otsego $161,700  

Clinton $153,949   Putnam $127,915  

Columbia $160,221   Rensselaer $176,560  

Cortland $174,670   Rockland $198,875  

Delaware $117,264   Saratoga $165,862  

Dutchess $169,410   Schenectady $167,970  

Erie $210,388   Schoharie $14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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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ex $181,398   Schuyler $118,716  

Franklin $181,880   Seneca $167,119  

Fulton $194,039   
St. 

Lawrence 
$162,596  

Genesee $178,771   Steuben $188,793  

Greene $151,468   Suffolk $168,290  

Hamilton $165,040   Sullivan $161,772  

Herkimer $202,926   Tioga $171,971  

Jefferson $192,240   Tompkins $150,506  

Lewis $182,637   Ulster $162,798  

Livingston $169,874   Warren $174,787  

Madison $160,933   Washington $186,194  

Monroe $234,317   Wayne $169,703  

Montgomery $161,128   Westchester $164,751  

Nassau $140,437   Wyoming $157,216  

New York 

City 
$192,313   Yates $156,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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