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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현지 비상 계획 및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연방 기금 740만 달러 발표  

   

뉴욕 카운티가 비상 계획 노력 및 운영 준비 태세를 갖추도록 지원하는 기금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연방 기금의 740만 달러가 뉴욕주의 카운티 비상 관리 

기관에 수여되어 모든 유형의 재난에 대한 계획 및 운영 준비를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연례 연방 비상관리활동 보조금(Emergency Management Performance 

Grant, EMPG)을 통해, 이를 수여받은 곳은 교육훈련의 개발 및 시행에서 비상 대응 

자원 확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자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 몇 달 동안 겪었던 폭풍과 관련된 피해로부터 계속 회복하고 있는 가운데 

이 자금은 뉴욕주 지역사회에 매우 중요합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후 변화의 파괴적인 영향에 더 정기적으로 대처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지역의 

재난 관리 기관들이 미래의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이러한 자금을 유용하게 사용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금을 이용하기 위해서 지역 수상자는 모든 위험을 해결할 수 있는 자체 준비 상태와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프로젝트 또는 이니셔티브를 개발해야 합니다. 또한 프로젝트는 

미국연방 재난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이 국가적 

개선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확인된 모든 노력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물류 및 유통 관리 계획, 대피 계획, 재해 재무 관리, 대재해 주택 및 탄력적인 

커뮤니케이션이 포함됩니다.  

  

뉴욕주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State 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 부 커미셔너인 Terence J. O'Leary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뉴욕은 팬데믹과 자연 재해, 테러 행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비상사태 

시나리오를 경험했고, 이로 인해 비상 관리 요원들이 우리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보조금은 현지 

파트너들의 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중요한 자금을 제공할 것입니다."  

  

NYSAC 실무 책임자인 Stephen J. Acquari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적인 보건 

팬데믹이나 심각한 폭풍 및 자연 재해에 대응하든 카운티 비상 관리부는 점점 더 중요한 

기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사회에 재해가 닥치면 카운티들은 긴급 운영 센터를 



 

 

동원하여 현지 대응 업무를 조정하고 주민들이 안전하게 지내는 데 필요한 도움과 

자원을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인식하고 

비상사태에 더 잘 대비할 수 있는 자원을 제공해 주신 Hochul 주지사와 국토안보부 

리더들께 찬사를 보냅니다."  

  

뉴욕시 비상관리부(Emergency Management Department) 커미셔너인 John 

Scrivani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상관리활동 보조금(Emergency Management 

Performance Grant)과 같은 중요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자연적이고 인재적인 위협이 

증가하고 진화함에 따라 뉴욕시를 안전하고 탄력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 

비상 관리부는 5개 자치구의 모든 뉴욕 시민들과 지역사회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비상 사태에 대비하고 대응하며 복구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준 정부 파트너들께 감사 드립니다."  

  

Grace Meng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재난에 대비해야 하고 우리 주는 

재난을 계획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지난 달 아이다에 의한 

홍수가 지역에 큰 피해를 입혔을 때 비상 대응 태세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주지사가 오늘 발표한 740만 달러 규모의 연방 기금은 뉴욕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뉴욕이 이 중요한 기금을 받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Hochul 주지사와 뉴욕주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New 

York State 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이 뉴욕 

시민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Adriano Espaillat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재해가 뉴욕시를 

강타했으며 모는 뉴욕 주는 특히 기후 위기에 비추어 이를 느슨하게 대처하지 

않았습니다. 뉴욕 시민들은 주 정부와 지방 정부가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고, 타격을 

완화할 수 있으며, 뉴욕 시민들이 어떤 위기에서도 완전히 재건할 수 있도록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자격이 있으며, 그리고 이 절실히 필요한 자금은 뉴욕이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종류의 재난에 대한 계획과 운영 준비를 보장할 것입니다."  

  

이 체계 내에서, 자금을 사용하여 다음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관리 및 행정 활동  

• 계획  

• 응급 관리 기관을 위한 인력 배치  

• 장비  

• 교육훈련  

• 비상 운영 센터의 건설 및 수리  

• GIS 및 상호 운용 가능한 통신 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지속  

  

부적격 비용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허용되지 않는 장비: 총기, 탄약, 수류탄 발사기, 총검 또는 무기 항공기, 

선박 또는 무기가 설치된 모든 종류의 차량  



 

 

• 기존의 공공 안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의 선서(sworn) 공공 안전 

책임자 고용을 지원하는 비용 또는 전통적인 공공 안전 지위 및 책임을 

대체하기 위한 비용  

• 비상관리활동 보조금 프로그램의 완료 및 구현과 관련이 없는 활동 및 

프로젝트.  

  

지역 비상관리 기관이 이용할 수 있는 기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대상  총 수여금  

Albany County  $116,055  

Allegany County  $22,869  

Broome County  $78,233  

Cattaraugus County  $34,321  

Cayuga County  $34,215  

Chautauqua County  $54,250  

Chemung County  $37,429  

Chenango County  $23,428  

Clinton County  $34,982  

Columbia County  $28,034  

Cortland County  $23,011  

Delaware County  $22,516  

Dutchess County  $113,604  

Erie County  $340,513  

Essex County  $19,373  

Franklin County  $23,837  

Fulton County  $25,273  

Genesee County  $26,933  

Greene County  $22,969  

Hamilton County  $6,765  

Herkimer County  $28,554  

Jefferson County  $47,432  

Lewis County  $14,889  

Livingston County  $28,873  

Madison County  $31,811  

Monroe County  $276,737  

Montgomery County  $23,333  

Nassau County  $494,021  

City of New York  $2,989,486  



 

 

Niagara County  $84,026  

Oneida County  $90,747  

Onondaga County  $175,497  

Ontario County  $44,402  

Orange County  $141,102  

Orleans County  $20,655  

Oswego County  $49,578  

Otsego County  $27,729  

Putnam County  $41,401  

Rensselaer County  $63,203  

Rockland County  $118,787  

Saratoga County  $85,172  

Schenectady County  $61,486  

Schoharie County  $16,956  

Schuyler County  $11,696  

Seneca County  $17,869  

St. Lawrence County  $45,867  

Steuben County  $41,138  

Suffolk County  $550,175  

Sullivan County  $33,310  

Tioga County  $23,664  

Tompkins County  $42,078  

Ulster County  $71,622  

Warren County  $28,988  

Washington County  $28,078  

Wayne County  $39,233  

Westchester County  $351,492  

Wyoming County  $20,389  

Yates County  $14,254  

합계  $7,364,340  

  

  

뉴욕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 DHSES)은 미국연방 재난관리청을 대신하여 이 자금을 관리합니다. 

DHSES는 이러한 자금이 가능한 한 빨리 제공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각 관할권의 

비상 관리 사무소와 직접 접촉할 것입니다.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 소개  

뉴욕주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은 테러와 인재 및 자연재해, 위협, 화재 및 기타 

비상상황을 방지하고, 이로부터 보호하며, 이에 대비하고, 이에 대응하며, 이로부터 

복구하기 위한 활동을 위해서 리더십, 조정 및 지원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 페이스북(Facebook) 페이지를 

방문하시거나, 트위터(Twitter)에서 @NYSDHSES를 팔로우, 또는 

인스타그램(Instagram) 팔로우, dhses.ny.gov을 방문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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