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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테러 위험이 높은 비영리 단체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연방 기금 

3,30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발표  

  

기금은 비영리 단체의 시설 보안 및 전반적 정비를 강화하는 데 사용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테러 위험에 직면한 198개 비영리 단체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3,300만 달러의 연방 자금을 마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자금으로 비영리 

단체는 시설의 보안을 강화하고 전반적 정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이 비영리 보안 보조금 

프로그램(Nonprofit Security Grant Program)을 통해 제공하는 이 자금은 2가지의 

보조금을 통해 뉴욕에 할당됩니다. 뉴욕시 메트로 지역의 단체는 2700만 달러를 

수령하며, 뉴욕주 나머지 단체들은 6400만 달러를 수령합니다. FEMA 보조금은 최근에 

Hochul 주지사가 발표한 뉴욕의 비영리 단체를 위한 주 기금에서 추가로 2500만 달러를 

보완한 것이며 증오 범죄 및 관련 활동에 대비하여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증오 범죄가 지속적으로 비영리 단체를 괴롭히고 

있는 가운데 뉴욕시의 장점이 다양성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개인과 

단체로부터 비영리 단체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이 기금이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증오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우리를 절대 분열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뉴욕은 미국에서도 가장 다양성을 가진 곳이므로 이러한 비영리 단체가 지역사회를 

위해 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회계연도 2021년에 비영리 안보 기금 프로그램을 통해 전국적으로 총 1억 8000만 

달러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해당 자금 중 9,000만 달러는 도심지역 안보 

이니셔티브(Urban Area Security Initiative UASI)이 지정한 고위험 도심 지역에 위차한 

비영리 단체에 제공되었습니다. 나머지 9,000만 달러는 UASI 지정 지역 이외의 구역에 

배정되었습니다.  

  

지원 비용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안 위험 관리 계획, 운영 지속 계획, 대응 계획 등을 포함한 계획  

  

•   보안 개선 장비, 검사 및 심사 시스템과 같은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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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장 보안 직원 교육, 직원, 멤버 또는 신자들의 보안 교육을 포함한 교육  

  

•   대응 훈련  

  

•   하청 보안 인력  

  
  

뉴욕에서 UASI 지정 고위험 도심 지역은 지역 뉴욕시 지하철 구역(New York City Metro 

Area)입니다. 특히 해당 구역은 뉴욕시와 웨스트체스터, 나소, 서퍽 카운티에 

위치합니다. 2021년에 뉴욕주는 UASI 지정 구역에 대한 총 기금과 수령자 수에서 

선두를 지키고 있습니다. 총 182건의 UASI 보조금이 158개의 비영리 단체에게 

수여되었으며 총 2700만 달러에 달합니다.  

  

뉴욕주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New York State 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은 이 프로그램들을 현지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공조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부 단체는 여러 장소에서 운영되므로 총 230건의 보조금이 198개 

단체에게 수여되었습니다.  

  

이러한 연방 기금은 Hochul 주지사가 이끄는 지속적인 노력을 강화하여 종교 단체를 

비롯한 비공립학교와 문화 센터가 증오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도록 합니다.  

  

Grace Meng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회에서 비영리 보안 보조금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이렇게 중요한 분야를 위한 기금을 확충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안전에 관해서는 절대 양보해서는 안됩니다. 안전은 언제나 최우선적 과제가 되어야 

하며 이 중요한 기금은 비영리 단체의 안전과 보안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 

믿습니다. 더 많은 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할 것입니다."  

  

Adriano Espaillat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월 6일 이후에 285일이 지났으며 

중요한 기관의 보안에 관해서는 절대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세상에 살고 있으며 지역사회는 사회구조를 파괴하고 혼란을 야기하려는 

사람들의 위협적 행동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Hochul 주지사가 오늘 비영리 단체가 시설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리소스를 확보하여 위기 상황에 대비, 대응, 회복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중요한 기금을 할당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박수를 

보냅니다."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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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rvices)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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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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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페이스북(Facebook) 페이지를 방문하시거나, 트위터(Twitter)에서 

@NYSDHSES를 팔로우, 또는 인스타그램(Instagram) 팔로우, dhses.ny.gov를 

방문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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