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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3년 12월 3일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8000만만만만 달러의달러의달러의달러의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국토보안국토보안국토보안국토보안 교부금교부금교부금교부금 지급지급지급지급 발표발표발표발표 

 

본본본본 교부금은교부금은교부금은교부금은 전주전주전주전주 대비대비대비대비 프로그램프로그램프로그램프로그램, 주요주요주요주요 인프라인프라인프라인프라 보호보호보호보호 및및및및 증가하는증가하는증가하는증가하는 수색구조팀을수색구조팀을수색구조팀을수색구조팀을 지원합니다지원합니다지원합니다지원합니다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뉴욕주 지자체들의 지역 비상 대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8000만 

달러의 교부금 지급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주 및 연방 합동 교부금은 뉴욕주 

국토보안비상서비스과(DHSES)를 통해 배부됩니다.  

 

“뉴욕주는 최근 몇 해 동안 미국 최악의 재난들 중 일부를 겪었는데, 이 8000만 달러는 우리 주 

전역의 지역 기반 비상 대응 인프라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종종 최초 대응자들은 위급 사건에서 방어의 제1선이기 때문에 그들의 통신 

능력을 뒷받침하는 것은 위기시 주정부가 우리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중요한 방법입니다. 

본인의 행정부는 비상 요원들이 자신의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반드시 제공할 

것입니다.” 

 

DHSES 커미셔너 Jerome M. Hauer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매년 Cuomo 지사님의 리더십으로 

DHSES는 지자체들과 최초 대응자들이 재난 대비 및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매우 

중요한 교부금을 배부합니다. 연방, 주 및 지역 전문가들에 의한 종합적인 기술 검토 과정을 거친 

후에 교부금은 확립된 기준을 충족할 능력을 입증하였고 가용 교부금을 활용하여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보호 서비스를 지역사회에 제공할 신청 지자체에 교부됩니다.” 

 

이번 차수의 교부금에는 중요한 비상 통신 시스템을 향상하도록 지역 정부에 긴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연례 DHSES 전주 상호작동 통신 교부금(SICG) 7500만 달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교부금을 통해 지역 정부는 재난시 최초 대응자들이 이웃 카운티들과 효과적으로 통신함으로써 

어떤 비상에도 신속하게 대응하고, 높은 수준의 기관간 통신을 유지하며, 최대한의 공공 안전을 

도모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이번 차수를 포함해 세 차례의 SICG를 통하여 전주의 53개 

카운티들은 총 1억 9700만 달러의 교부금 혜택을 볼 것입니다. 금년 7500만 달러 SICG 교부금의 

카운티별 분배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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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egany: $5,951,039 

• Broome: $6,000,000 

• Cattaraugus: $6,000,000 

• Cayuga: $5,251,690 

• Franklin: $3,407,921 

• Fulton: $2,327,780 

• Hamilton: $2,530,385 

• Herkimer: $899,462 

• Jefferson: $6,000,000 

• Lewis: $6,000,000 

• Livingston: $5,994,854 

• Montgomery: $1,685,554 

• Oswego: $6,000,000 

• Saratoga: $2,280,500 

• Seneca: $6,000,000 

• St. Lawrence: $2,679,690 

• Westchester: $5,991,125 

 

나머지 교부금 500만 달러는 연방정부의 2013년 주 국토보안 프로그램(SHSP)에서 인출되어 

주정부에 책정되면 DHSES가 확립되어 있는 연방 충당 공식에 근거하거나 경쟁 충당 절차를 통해 

분배합니다.  

 

이 교부금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기술기술기술기술 구조구조구조구조 및및및및 도시도시도시도시 수색수색수색수색 구조구조구조구조(USAR) - 200만만만만 달러의달러의달러의달러의 경쟁경쟁경쟁경쟁 교부금교부금교부금교부금  

• Cayuga 카운티: $92,005 

• Bath 빌리지: $125,472 

• Cortland시: $149,791 

• Troy 소방서: $149,999 

• Arlington 소방지구: $141,395 

• Glens Falls 시: $138,081 

• East Greenbush 소방지구 1: $148,726 

• Monroe 카운티: $133,626 

• Suffolk 카운티 FRES: $118,750 

• Port Jervis 시: $142,278 

• Orange 카운티: $148,960 

• Poughkeepsie시: $85,045 

• Seneca 카운티: $96,165 

• Nassau 카운티 소방서: $149,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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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fferson 카운티: $81,781 

• Buffalo 소방서: $98,709 

 

연방, 주 및 지역 대표자들로 구성된 8인 검토단이 교부금 신청서를 검토하였는데 최종 권고는 

다음 기준에 근거하였습니다: 지역 기술 구조 파트너십 설명, 예산 및 능력 향상안, 연방 및 주의 

핵심 지침 연계, 실행 계획 및 유지 계획/다년 계획 주기. 

 

폭탄폭탄폭탄폭탄 처리반처리반처리반처리반 이니셔티브이니셔티브이니셔티브이니셔티브 - 200만만만만 달러의달러의달러의달러의 교부금교부금교부금교부금 (자격은자격은자격은자격은 뉴욕주의뉴욕주의뉴욕주의뉴욕주의 12개개개개 지역지역지역지역 FBI 인인인인가가가가 폭탄폭탄폭탄폭탄 

처리반으로처리반으로처리반으로처리반으로 제한제한제한제한)  

• 뉴욕시: $423,050 

• Westchester 카운티: $261,817 

• Suffolk 카운티: $218,925 

• Nassau 카운티: $205,272 

• Rockland 카운티: $105,936 

• Erie 카운티: $112,500 

• Chautauqua 카운티: $112,500 

• Rochester시: $112,500 

• Monroe 카운티: $112,500 

• Syracuse시: $111,666 

• Onondaga 카운티: $111,668 

• Endicott 빌리지: $111,666 

 

DHSES는 이 교부금을 FBI, DHS 폭탄예방실(OBP), ATF 및 NYSP와 조율합니다.  

 

이 교부금의 목적은 뉴욕주 12개 지역의 FBI 인가 폭탄 처리반이 급조 폭발물(IED)을 탐지, 금지 및 

대응하는 능력을 유지 및 향상하기 위한 예산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상기 교부금 분할은 해당 

지역의 폭탄처리 반장들이 동의하였고 또한 지역의 FBI 폭탄 전문 요원(SABT)이 합의하였습니다. 

 

폭발물폭발물폭발물폭발물 탐지견팀탐지견팀탐지견팀탐지견팀 교부금교부금교부금교부금 프로그램프로그램프로그램프로그램 - $500,000 경쟁경쟁경쟁경쟁 교부금교부금교부금교부금  

• Westchester 카운티 공공안전부: $60,000 

• Middletown시 경찰서: $60,000 

• Ithaca시 경찰서(Schuyler 카운티의 Watkins Glen 빌리지; Broome 카운티의 Endicott 

빌리지와 제휴): $60,000 

• Guilderland 타운의 SUNY Albany 경찰서: $59,910 

• Lakewood 빌리지 경찰서: $59,782 

• Putnam 카운티 보안관실: $55,977 

• Madison 카운티 보안관실(Cortland 및 Chenango 카운티와 제휴): $19,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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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yracuse시 경찰서: $20,000 

• Yonkers시 경찰서: $20,000 

• Rockland 카운티 보안관실: $20,000 

• Chautauqua 카운티 보안관실(Cattaraugus 카운티와 제휴): $20,000 

• Rochester시 경찰서: $18,132 

• Suffolk 카운티 경찰서: $16,148 

• Monroe 카운티 보안관실: $10,084 

 

이러한 경쟁 교부금은 폭발물 탐지견팀을 개발 및/또는 기존 폭발물 탐지견팀을 향상하기 위해 

법률 집행 기관에 수여됩니다. 

 

DHSES는 이 교부금을 NYSP, DCJS, FBI, DHS 폭탄예방실(OBP), ATF 및 MTA 경찰과 조율합니다. 

 

주요주요주요주요 인프라인프라인프라인프라 교부금교부금교부금교부금 프로그램프로그램프로그램프로그램 - $500,000 교부금교부금교부금교부금 (목표 카운티 내의 지역 정부 단위, 즉: 뉴욕시 또는 

다음 목표 카운티 중 하나: Albany, Broome, Dutchess, Erie, Livingston, Madison, Monroe, Nassau, 

Niagara, Oneida, Onondaga, Ontario, Orange, Orleans, Oswego, Putnam, Rensselaer, Rockland, 

Saratoga, Schenectady, Schoharie, Suffolk, Sullivan, Wayne, Westchester 및 Yates)  

• Monroe 카운티: $50,000 

• Nassau 카운티: $50,000 

• Broome 카운티: $50,000 

• Albany시: $50,000 

• Syracuse시 I: $50,000 

• Syracuse시 II: $50,000 

• Erie 카운티: $50,000 

• Wayne 카운티: $49,932 

• Niagara 카운티: $49,340 

• Troy시: $48,000 

 

이 교부금의 목적은 중요 인프라, 특별 사건 또는 계절적 위험 장소를 보호하기 위해 성공적인 신청 

기관에 최대 50,000 달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주 및 지역 대표자들로 구성된 10인 검토단이 교부금 신청서를 검토하였는데 최종 권고는 다음 

기준에 근거하였습니다: 중요 인프라 현장 식별, 위험 평가서 작성, 현장에 관련된 지역 최초 

대응자 능력 평가 그리고 이러한 요소에 바탕을 두고 식별된 위험을 완화 및/또는 능력 평가 

절차를 통해 식별된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CIGP에 의거하여 교부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설명하는 예산의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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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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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