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2년 10월 12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비상 준비 및 대테러 노력을 위한 연방정부 보조금 약 2억 4,600만 

달러 이상 지원 발표  

  

이번 자금은 주 전역의 지역사회가 다양한 재해 및 비상 사태를 예방, 대응 및 복구하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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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억 4,600만 달러 이상의 연방정부 보조금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연방재난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이 회계연도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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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 안전은 제 최우선 과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우리의 대비 및 반테러 노력 개선을 위해 주, 지방, 부족 사법 집행 기관을 지원할 수 

있도록 뉴욕에 대한 연방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사이버공격, 

국내 극단주의, 선거 시스템에 대한 위협 등 다양한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된 2억 4,600만 달러 규모의 자금은 주 전역의 사법 집행 기관이 비상 대응 및 

반테러 노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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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ckie Bray 뉴욕주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New York State 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자금 지원은 주 전역의 응급 대응 요원들의 대응 역량 강화 및 지역사회 안전 보장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여 이들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자금 지원은 뉴욕주 전역의 반테러 



 

 

노력을 강화하고 지방 파트너들이 현존하거나 가능한 위협으로부터 뉴욕 주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Adriano Espaillat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뉴욕주의 반테러 및 비상 대응 

프로그램 강화를 위해 2억 4,600만 달러의 연방 자금을 투자한다는 Hochul 주지사의 

오늘 발표를 환영합니다. 뉴욕주 국토 안보 프로그램(State Homeland Security 

Program), 도시 지역 보안 이니셔티브(Urban Area Security Initiative), 운영 스톤가든 

보조금 프로그램(Operation Stonegarden Grant Program) 등 세 개의 프로그램에 

효과적으로 분배되는 이러한 자금은 비상 상황에서 안전, 안보, 대응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이며, 우리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뉴욕주 국토 안보 프로그램 - 6,8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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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는 주 전역 역량 구축을 위해 정보 확보 및 공유 역량 강화, 사이버보안 역량 개선, 

소프트 타겟/밀집 장소 보호 개선, 국내 폭력 극단주의 대응, 지역사회 대응 및 회복 

탄력성, 선거 보안 등 우선순위 부문을 지원해야 합니다.  

보조금 지급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령자  합계  

올버니 카운티  $635,472  

올버니 시  $301,361  

앨러게니 카운티  $59,750  

브룸 카운티  $311,551  

카타라우구스 카운티  $136,570  

카유가 카운티  $132,303  

셔쿼티 카운티  $170,713  

셔멍 카운티  $145,106  

셔냉고 카운티  $93,892  

클린턴 카운티  $128,035  

컬럼비아 카운티  $76,821  

코틀랜드 카운티  $51,215  

델라웨어 카운티  $85,356  

더치스 카운티  $574,070  

이리 카운티(버펄로 시)  $1,741,460  



 

 

에섹스 카운티  $102,428  

프랭클린 카운티  $59,750  

풀턴 카운티  $72,553  

제네시 카운티  $98,160  

그린 카운티  $98,160  

해밀턴 카운티  $42,678  

허키머 카운티  $76,821  

제퍼슨 카운티  $110,964  

루이스 카운티  $46,946  

리빙스턴 카운티  $128,035  

매디슨 카운티  $106,696  

먼로 카운티  $620,911  

로체스터 시  $342,800  

몽고메리 카운티  $102,428  

나소 카운티  $1,598,420  

뉴욕시  $28,667,676  

나이아가라 카운티  $555,981  

오네이다 카운티  $226,103  

오논다가 카운티  $371,008  

시러큐스 시  $279,884  

온타리오 카운티  $170,714  

오렌지 카운티  $924,546  

올리언스 카운티  $89,625  

오스위고 카운티  $166,445  

옷세고 카운티  $93,892  

퍼트넘 카운티  $234,731  

렌셀러 카운티  $336,602  

트로이 시  $154,378  

록랜드 카운티  $635,907  

사라토가 카운티  $247,535  

스키넥터디 카운티  $272,829  

스키넥터디 시  $203,670  

쇼하리 카운티  $81,089  

쉴러 카운티  $46,946  

세네카 카운티  $51,215  

세인트 로렌스 카운티  $157,910  

스튜벤 카운티  $110,965  

서퍽 카운티  $986,412  



 

 

설리번 카운티  $179,249  

티오가 카운티  $59,750  

톰킨스 카운티  $98,160  

얼스터 카운티  $230,463  

워런 카운티  $68,285  

워싱턴 카운티  $68,285  

웨인 카운티  $145,106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1,165,935  

와이오밍 카운티  $59,750  

예이츠 카운티  $34,143  

합계  $45,426,614  

  
  

도심지역 안보 계획 - 1억 7,6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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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연도2022 도심지역 안보 계획(Fiscal Year Urban Areas Security Initiative) 보조금의 

주 할당액에서 추가적인 16,532,588 달러가 테러 관련 활동에서 잠재적인 위협의 

측면에서 뉴욕시 도심 지역 파트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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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뉴욕뉴저지항만청(Port Authority of New York and New Jersey)  
$10,534,293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2,819,726  

용커스 시  $2,617,773  

서퍽 카운티  $2,811,464  

나소 카운티  $2,839,631  

뉴욕시  $136,188,901  

합계  $157,811,788  

  

오퍼레이션 스톤가든 보조금 프로그램 - 2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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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카유가 카운티  $75,900.00  

셔쿼티 카운티  $53,300.00  

클린턴 카운티  $250,000.00  

이리 카운티  $185,000.00  

프랭클린 카운티  $290,000.00  

제퍼슨 카운티  $134,200.00  

먼로 카운티  $116,500.00  

나이아가라 카운티  $155,000.00  

올리언스 카운티  $118,800.00  

오스위고 카운티  $140,700.00  

세인트 로렌스 카운티  $300,000.00  

세인트 레지스 모호크 트라이브  $81,900.00  

웨인 카운티  $82,600.00  

와이오밍 카운티  $51,200.00  

합계  $2,035,100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 소개  

뉴욕주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은 재난 및 기타 비상사태를 예방, 보호, 대비, 

대응, 복구 및 완화할 수 있는 리더십, 조정 및 지원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페이스북에서 해당 사무국을 검색하거나 트위터 또는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거나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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