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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현지 비상 계획 및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연방 기금 760만 달러 발표  

  

뉴욕 카운티와 뉴욕시가 비상 계획 노력 및 운영 준비 태세를 갖추도록 지원하는 기금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연방 기금의 760만 달러가 뉴욕주의 카운티 비상 관리 

기관에 수여되어 재난에 대한 계획 및 운영 준비를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연방 비상 

관리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에서 제공하는 연례 연방 

비상관리활동 보조금(Emergency Management Performance Grant, EMPG)을 통해 

마련된 이러한 기금은 교육훈련 개발 및 실행에서 카운티 수준에서 긴급 재응 자원을 

확보하는 범위까지 모든 노력을 지원합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주정부의 비상 계획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재해가 발생할 경우 뉴욕이 모든 준비태세를 갖추도록 지원하는 데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카운티 응급 관리자는 최대한의 지원이 필요하며 이 기금은 

교육 노력을 지원하고 관리 기관이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유형의 재난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카운티는 모든 잠재적 위험을 해결할 수 있는 자체 준비 상태와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프로젝트 또는 이니셔티브를 개발해야 합니다. 프로젝트는 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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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뮤니케이션을 포함하여 FEMA가 범 국가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한 작업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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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의 Jackie Bray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DHSES는 현지 수준에서 응급 관리국 직원과 카운티 응급 관리 공무원 간의 

파트너십에 의존하여 재난사태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 연방 

기금은 카운티 응급 관리자가 준비태세 노력을 강화하고 뉴욕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금을 사용하여 다음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1. 관리 및 행정 활동.  



 

 

2. 계획.  

3. 응급 관리 기관을 위한 인력 배치.  

4. 장비.  

5. 교육훈련.  

6. 비상 운영 센터의 건설 및 수리.  

7. GIS 및 상호 운용 가능한 통신 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지속.  

  

지역 비상관리 기관이 이용할 수 있는 기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령자  지원금 액수  

Albany  $119,708  

Allegany  $23,456  

Broome  $80,641  

Cattaraugus  $35,286  

Cayuga  $35,176  

Chautauqua  $55,869  

Chemung  $38,496  

Chenango  $24,034  

Clinton  $35,968  

Columbia  $28,792  

Cortland  $23,603  

Delaware  $23,092  

Dutchess  $117,175  

Erie  $351,547  

Essex  $19,845  

Franklin  $24,457  

Fulton  $25,939  

Genesee  $27,654  

Greene  $23,560  

Hamilton  $6,824  

Herkimer  $29,328  

Jefferson  $48,827  

Lewis  $15,214  

Livingston  $29,658  

Madison  $32,693  

Monroe  $285,673  

Montgomery  $23,936  

Nassau  $510,104  

New York City  $3,087,637  



 

 

Niagara  $86,625  

Oneida  $93,567  

Onondaga  $181,104  

Ontario  $45,698  

Orange  $145,578  

Orleans  $21,170  

Oswego  $51,044  

Otsego  $28,476  

Putnam  $42,598  

Rensselaer  $65,117  

Rockland  $122,529  

Saratoga  $87,808  

Schenectady  $63,344  

Schoharie  $17,349  

Schuyler  $11,917  

Seneca  $18,292  

St. Lawrence  $47,211  

Steuben  $42,327  

Suffolk  $568,105  

Sullivan  $34,241  

Tioga  $24,278  

Tompkins  $43,297  

Ulster  $73,814  

Warren  $29,776  

Washington  $28,837  

Wayne  $40,359  

Westchester  $362,887  

Wyoming  $20,896  

Yates  $14,558  

총  $7,596,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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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rvices, DHSES)은 미국연방 재난관리청(FEMA)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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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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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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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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