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1년 10월 27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준비 및 대테러 노력을 위한 연방정부 보조금 약 2억 5,100만 달러 

이상 지원 발표  

  

이번 자금은 주 전역의 지역사회가 인재, 자연재해 및 비상 사태를 예방, 대응 및 

복구하도록 지원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뉴욕 전역 카운티의 대테러 긴급 대응 활동을 지원하는 약 

2억 5,100만 달러 이상의 연방정부 보조금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연방재난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이 회계연도 2021 

국토 안보 보조금 프로그램(Homeland Security Grant Program)을 통해 제공하는 자금은 

지역사회 국토 안보 예방, 보호, 대응 및 복구 기능을 유지하고 향상하는데 중요한 계획, 

조직, 장비, 교육, 연습을 포함한 지역 준비 활동을 지원합니다. 뉴욕주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New York State 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 DHSES)은 이 프로그램들을 현지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공조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주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의무입니다. 그리고 이번 자금 지원을 통해 지방 정부 및 기관은 자연 재해부터 

테러 위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토록 필수적인 

투자를 단행할 수 있도록 협력해주신 Biden 행정부 및 의회 파트너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기후 변화의 피해에 대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전국에서 

발생하는 끔찍한 혐오 범죄와 폭력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Adriano Espaillat 하원의원은(NY-13) 이렇게 말했습니다. "1월 6일에 발생한 사고와 

뉴욕시의 거리에서 발생하는 지목 폭행 및 혐오 범죄는 우리에게 지역사회 및 주요 

기관의 보안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점을 알려주었습니다. 

저는오늘 연방 정부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발표를 진행해주신 Hochul 주지사께 찬사를 

보내며, 앞으로도 우리 위대한 뉴욕주 전역에서 반테러 및 비상 대응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향후 공격을 막고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사회의 비상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번 자금 지원을 

통해 우리 주는 모든 위기 상황에 대한 대비, 대응, 복구 노력을 강화할 수 있으며 우리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지킬 것입니다."  

  



 

 

Terence J. O'Leary 뉴욕주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 부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자금 지원을 통해 카운티와 도시는 국내 및 국제적 위험 등 대테러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북쪽 경계를 따라 보안을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무국은 지방 

파트너와 협력하여 비상 대응 상태를 강화하고 테러로부터 뉴욕 주민을 보호할 

것입니다."  

  

Stephen J. Acquario 뉴욕주 카운티 연합(New York State Association of Counties, 

NYSAC)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연재해, 글로벌 보건 팬데믹, 테러 등에 관계 

없이 카운티는 비상 상황에서 대응 노력을 진두지휘하여 자원을 운용하여 시민을 시키는 

최전선 기관입니다. 대응 능력은 뉴욕 주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핵심적인 노력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방 정부에게 향후 비상 사태 대응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고 카운티 

지도자들이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도구를 갖추고 훈련을 받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FEMA의 국토 안보 보조금 프로그램은 세 개의 리스크 기반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정부 지원을 비롯해 테러 행위 대응 및 보호, 준비, 예방에 대한 지역 노력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국토 안보 보조금 프로그램, 도심지역 안보 

이니셔티브(Urban Area Security Initiative), 운영 스톤가든(Operation Stonegarden) 

등입니다.  

  

뉴욕주 국토 안보 프로그램 - 7,060만 달러  

주정부 국토안보프로그램은 테러 활동과 기타 재난을 예방 및 대응하고 재난 발생 시 

재난으로부터 보호 및 복구하기 위해 지원할 것입니다.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은 연방 지침에 따라 지방 관할기관에 자금 80%를 지원합니다. 다음의 보조금 

수령기관을 비롯하여 향후 목적 보조금의 추가 수령기관이 발표될 것입니다. 20%의 

잔여 자금은 주정부가 활용하여 주 전역의 뉴욕의 테러 대응 및 비상 준비 대책을 

강화합니다.  

주 전역에서 다음 우선순위 과제 영역의 역량 증대를 위해 투자해야 합니다.  

  

• 정보 수집 및 정보 공유 역량 강화  

• 사이버 보안 역량 개선  

• 잠재적 위협 해결  

• 소프트 타겟/밀집 장소 보호 개선  

• 가정 폭력 극단주의 해결  

  

Peter A. Baynes 뉴욕주 시장 연합(New York State Conference of Mayors, NYCOM)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의 시장들은 뉴욕 전체의 지방 정부가 국토 안보 및 비상 

대응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노력해주신 Hochul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지방 지도자들의 최우선 과제는 시민의 건강, 안전, 복지를 보호하는 것이며,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아직 가야할 길이 멉니다. NYCOM은 계속 Hochul 주지사와 협력하여 

더욱 강한 주-지방 파트너십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수여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령자  총 수여금  

Albany County  $635,474  

City of Albany  $301,359  

Allegany County  $59,750  

Broome County  $311,551  

Cattaraugus County  $136,570  

Cayuga County  $132,303  

Chautauqua County  $170,713  

Chemung County  $145,106  

Chenango County  $93,892  

Clinton County  $128,035  

Columbia County  $76,821  

Cortland County  $51,215  

Delaware County  $85,356  

Dutchess County  $574,070  

Erie County (City of Buffalo)  $1,734,163  

Essex County  $102,428  

Franklin County  $59,750  

Fulton County  $72,553  

Genesee County  $98,160  

Greene County  $98,160  

Hamilton County  $42,678  

Herkimer County  $76,821  

Jefferson County  $110,964  

Lewis County  $46,946  

Livingston County  $128,035  

Madison County  $106,696  

Monroe County  $513,361  

City of Rochester  $450,350  

Montgomery County  $102,428  

Nassau County  $1,820,278  

City of New York  $30,135,400  

Niagara County  $563,278  

Oneida County  $226,103  

Onondaga County  $396,263  

City of Syracuse  $254,629  

Ontario County  $170,714  

Orange County  $924,546  



 

 

Orleans County  $89,625  

Oswego County  $166,445  

Otsego County  $93,892  

Putnam County  $234,731  

Rensselaer County  $336,602  

City of Troy  $154,378  

Rockland County  $635,907  

Saratoga County  $247,535  

Schenectady County  $272,829  

City of Schenectady  $203,670  

Schoharie County  $81,089  

Schuyler County  $46,946  

Seneca County  $51,215  

St. Lawrence County  $157,910  

Steuben County  $110,965  

Suffolk County  $1,180,103  

Sullivan County  $179,249  

Tioga County  $59,750  

Tompkins County  $98,160  

Ulster County  $230,463  

Warren County  $68,285  

Washington County  $68,285  

Wayne County  $145,106  

Westchester County  $1,367,888  

Wyoming County  $59,750  

Yates County  $34,143  

합계  $47,511,840  

  

도심지역 안보 계획 - 1억 7,870만 달러  

이번 자금은 도심지역 안보 계획 보조금에서 뉴욕시 수도권 관할 구역에 지원됩니다. 

해당 지역은 필수적인 테러 대항 프로그램 유지 및 개선을 위해 자금을 사용할 것입니다. 

연방 정부의 지침에 따라, 자금의 80%가 합의된 과정을 통해 도심지역 근무 그룹(Urban 

Area Working Group)의 파트너에 할당되고 이 자금에 대한 합의 계약의 내용은 아래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회계년도2021 도심지역 안보 계획(Fiscal Year Urban Areas Security Initiative) 보조금의 

주 할당액에서 추가적인 18,032,588 달러가 테러 관련 활동에서 잠재적인 위협의 

측면에서 도시의 독특한 위치를 인정 받은 뉴욕시에 할당될 예정이며 아래 수여 명단에 

포함됩니다. 20%의 잔여 자금은 주정부가 활용하여 도심지역의 뉴욕의 테러 대응 및 

비상 준비 대책을 강화합니다.  



 

 

수여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령자  총 수여금  

Port Authority of New York and New Jersey  
$10,662,602  

  

Westchester County  $2,649,658  

City of Yonkers  $2,649,658  

Suffolk County  $2,649,658  

Nassau County  $2,649,658  

City of New York  $139,771,354  

합계  $161,032,588  

  

오퍼레이션 스톤가든 보조금 프로그램 - 190만 달러  

이 보조금은 노던 보더를 따라 수행되는 공동 작전을 지원하여 연방, 주, 지방, 부족 법 

집행 기관 간 협력과 조화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자금을 제공합니다.  

  

수령자  총 수여금  

Cayuga County  $121,500  

Chautauqua County  $103,300  

Clinton County  $250,000  

Erie County  $100,000  

Franklin County  $290,000  

Jefferson County  $125,000  

Monroe County  $100,000  

Niagara County  $140,000  

Orleans County  $100,000  

Oswego County  $100,000  

St. Lawrence County  $300,000  

St. Regis Mohawk Tribe  $81,900  

Wayne County  $111,600  

Wyoming County  $63,000  

합계  $1,986,300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 소개  

뉴욕주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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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HSES 페이스북(Facebook) 페이지를 방문하시거나, 트위터(Twitter)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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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http://www.dhses.ny.gov/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12df17b6-4d442eb8-12ddee83-0cc47aa88e08-3622732d597ae59f&q=1&e=d671ff41-95f7-4782-a331-0447a3e03f66&u=https%3A%2F%2Fwww.facebook.com%2FNYSDHSES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12df17b6-4d442eb8-12ddee83-0cc47aa88e08-3622732d597ae59f&q=1&e=d671ff41-95f7-4782-a331-0447a3e03f66&u=https%3A%2F%2Fwww.facebook.com%2FNYSDHSES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33fde471-6c66dd7f-33ff1d44-0cc47aa88e08-945c342782e03595&q=1&e=d671ff41-95f7-4782-a331-0447a3e03f66&u=https%3A%2F%2Ftwitter.com%2FNYSDHSES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33fde471-6c66dd7f-33ff1d44-0cc47aa88e08-945c342782e03595&q=1&e=d671ff41-95f7-4782-a331-0447a3e03f66&u=https%3A%2F%2Ftwitter.com%2FNYSDHSES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33fde471-6c66dd7f-33ff1d44-0cc47aa88e08-945c342782e03595&q=1&e=d671ff41-95f7-4782-a331-0447a3e03f66&u=https%3A%2F%2Ftwitter.com%2FNYSDHSES
https://www.instagram.com/nysdhses/?hl=en
https://www.instagram.com/nysdhses/?hl=en
http://www.dhses.ny.gov/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http://www.governor.ny.gov/
mailto:press.office@exec.ny.go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