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3년 2월 17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는 뉴욕주의 비상 통신 및 상호 운용성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6,200만 달러 이상을 발표했습니다  

  

긴급 통신 시스템의 복원력을 강화하여 공공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목표 보조금입니다  

  

공공 안전 기금은 북부 지역의 14개 카운티에 수여되며, 카운티 당 최대 600만 달러를 

제공합니다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지역 최초 대응자들이 사용하는 비상 통신 및 상호 운용성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한 주 전체의 상호 운용 가능 통신 보조금 대상 프로그램을 통해 

14개 카운티에 6,200만 달러 이상을 수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주 국토안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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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rvices)에서 관리하는 이 프로그램은 인프라 개선 및 현대화, 통신 결함 해결, 국가 

상호 운용성 채널 구현 및 카운티와 시스템 간 지역 연결 강화를 통해 공공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자금을 제공합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난이 닥쳤을 때, 뉴욕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용감한 응급 구조자들이 비상 시 지역사회와 자신들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원과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이 보조금 기금은 비상 통신 시스템을 

현대화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뉴욕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저의 최우선 

과제이며 이 프로그램은 뉴욕 북부 지역의 공공 안전을 개선하는 데 핵심입니다."   

  

상호운용성은 응급 상황 발생 시 정보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SICG(Statewide Interoperable Communications Grant) 대상 프로그램은 

뉴욕의 공공 안전 기관을 위한 육로 이동 무선 상호 운용성의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고안된 비경쟁적 보조금 프로그램입니다. 자금은 국가 상호운용성 채널에 대한 커버리지 

또는 인프라가 부족하거나 공유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자격을 갖춘 지원자에게 

분배됩니다. 각 수상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상금은 600만 달러이며, 각 카운티마다 

하나의 신청서만 접수됩니다. DHSES는 상을 수여하기 전에 신청서를 검토하고 요청 시 

지원자에게 기술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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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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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 안전 파트너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 임무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보조금은 북부 지역의 카운티가 비상 통신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뉴욕의 최초 대응자들은 비상 대응 전반에 걸쳐 커뮤니케이션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고 품질의 도구와 리소스를 필요로 합니다."  

  

2022 SICG 대상 보조금은 수도권 지역, 센트럴 뉴욕 및 서던 티어의 공유 시스템 확장과 

허드슨 밸리 및 핑거 레이크의 공통 라디오 채널 확장을 통해 상호 운용성을 향상시키는 

지역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할 것입니다. 추가 프로젝트는 주요 공공 안전 통신 

시스템의 복원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상은 다음과 같이 배분됩니다.  

  

1. 카운티  2. 금액  

3. Albany  4. $6,000,000  

5. Allegany  6. $6,000,000  

7. Chemung  8. $3,584,452  

9. Columbia  10. $4,558,183  

11. Cortland  12. $5,000,000  

13. Jefferson  14. $2,000,000  

15. Montgomery  16. $810,000  

17. Onondaga  18. $2,750,000  

19. Orleans  20. $2,990,000  

21. Putnam  22. $6,000,000  

23. Schenectady  24. $6,000,000  

25. Schuyler  26. $4,888,663  

27. Steuben  28. $5,846,500  

29. Tioga  30. $6,000,000  

합계  $62,427,798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 소개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은 재난 및 기타 비상 상황 발생 시 이를 예방하고, 

이로부터 보호하고, 대비하고, 대응하고, 복구하고 피해를 완화할 수 있는 활동을 위해 

리더십, 공조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페이스북, 트위터에서 

DHSES를 검색하거나 dhses.ny.gov를 방문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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