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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응급 통신 개선을 위한 4,500만 달러 규모의 주정부 보조금 기금 

발표  

  

주정부 자금 지원을 통해 지방 정부는 비상사태 대응 중 더욱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소통 가능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주 전역 카운티와 뉴욕시의 응급 통신 시설 운영 개선 및 

강화에 4,500만 달러 규모의 주정부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보조금은 지방 정부가 통신, 중요정보 교환 및 정보 흐름 개선 능력을 키워 초기 대응 

대처와 지원을 강화하게 할 것입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적인 응급 대응의 핵심 중 하나는 모든 

요원들이 신뢰하며 정보를 교환하고 전반적인 대응 활동을 개선할 수 있는 통신 

구조입니다. "이번 보조금은 소방관, 경찰관, 응급구조사(emergency medical 

technician, EMT), 긴급의료원, 기타 재난 대응 요원 모두가 더욱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도구와 훈련을 제공할 것입니다."  

  

뉴욕주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에서 관리하는 뉴욕주 상호운영 통신 보조금(State 

Interoperable Communications Grant)이 2011년 12월부터 총 9회 라운드를 통해 4억 

7,200만 달러 이상이 지원되었습니다.  

  

주 전역 상호운영 통신 보조금(Statewide Interoperable Communications Grant)은 

공식에 기초하여 휴대전화 추가 요금 수익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카운티에서 계속하여 초기 대응팀들이 지방 정부 간 및 주 내 다른 지역 사이에서 지역 

모바일 라디오 시스템을 이용한 통신 시설에 중요한 개선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모든 카운티와 뉴욕시는 공공시설, 장비 및 기술 업데이트와 관련된 프로젝트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카운티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운티, 지방, 지방자치단체 공공 안전 단체의 비상사태 

대응 개선, 역량 강화, 정부 구조물 및 운영 절차 개선, 인프라 개발, 미국 

국토안보부(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응급 통신청(Office of 

Emergency Communications) 세이프컴(SAFECOM) 지침 적용 등입니다. 올해 



 

 

다수의 카운티가 전국 상호운영 채널(National Interoperability Channels) 인프라로 

등록하였으며 신규 타워 및 지상 모바일 라디오 시스템을 설치하여 P25 기술 및 장비 

사용으로 전환했습니다.  

  

Patrick A. Murphy 뉴욕주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응급 대응요원들은 주요 정보 및 서비스를 연결하는 강하고 안전한 

통신 시스템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요원 간 정보 공유를 통해 뉴욕 주민들은 

절체절명의 순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주 전역에서 응급 통신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우리 파트너와 협력하여 더욱 강력하고 

탄력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응급 통신 인프라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2020 회계연도 뉴욕주 상호운영 통신(State Interoperable Communications) 보조금 

지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카운티  지원금 액수  

Albany  $1,200,054  

Allegany  $723,865  

Broome  $710,422  

Cattaraugus  $684,153  

Cayuga  $711,972  

Chautauqua  $611,328  

Chemung  $507,509  

Chenango  $511,743  

Clinton  $663,312  

Columbia  $454,749  

Cortland  $786,420  

Delaware  $604,415  

Dutchess  $558,267  

Erie  $1,200,252  

Essex  $840,621  

Franklin  $746,413  

Fulton  $469,321  

Genesee  $700,033  

Greene  $448,006  

Hamilton  $566,267  

Herkimer  $672,509  

Jefferson  $761,649  

Lewis  $684,510  

Livingston  $612,806  



 

 

Madison  $691,645  

Monroe  $1,401,795  

Montgomery  $374,781  

Nassau  $897,929  

New York City  $6,617,854  

Niagara  $755,125  

Oneida  $781,082  

Onondaga  $1,101,098  

Ontario  $583,921  

Orange  $896,576  

Orleans  $526,529  

Oswego  $796,581  

Otsego  $663,885  

Putnam  $531,224  

Rensselaer  $600,996  

Rockland  $772,788  

Saratoga  $723,064  

Schenectady  $608,673  

Schoharie  $458,573  

Schuyler  $439,950  

Seneca  $390,201  

St. Lawrence  $806,143  

Steuben  $766,339  

Suffolk  $1,135,404  

Sullivan  $581,960  

Tioga  $429,140  

Tompkins  $578,577  

Ulster  $540,609  

Warren  $474,832  

Washington  $728,008  

Wayne  $489,027  

Westchester  $681,635  

Wyoming  $422,761  

Yates  $320,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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