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8년 2월 7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응급 통신 시설 개선에 5,500만 달러의 주정부 보조금 지원 발표  

  

주정부 보조금, 응급대응 시스템 강화와 차세대 911 기술 보급을 통해 대중 안전 개선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주 전역 카운티와 뉴욕시의 응급 통신 시설 강화에 

5,500만 달러 규모의 주정부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보조금은 지방 

정부가 통신, 중요정보 교환 및 정보 흐름 개선 능력을 키워 초기 대응 대처와 지원을 

강화하게 할 것입니다. 주 상호운영 통신 보조금(State Interoperable Communications 

Grant)으로 지방 정부에 4,500만 달러 지원하고 대중안전 응답서 운영 보조금(Public 

Safety Answering Points Operations Grant)에서 자치단체에 추가로 1,000만 달러 

지원하여 총 5,500만 달러 지원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매 순간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 보조금은 우리의 초기 대응팀이 선진적인 최신 통신 장비를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신속한 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얻게 할 것입니다. 이 보조금은 모두에게 더욱 

든든하고 안전하며 치안이 좋은 뉴욕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합니다.”  

  

뉴욕주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 커미셔너 Roger L. Parrino, S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효율적인 응급 통신 시설은 초기 대응팀이 임무를 수행하는 데 

중요합니다. 최신 기술 활용은 배정센터에서 도움 요청 전화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게 합니다. 이 부서는 상호운영 긴급 통신 사무실을 통하여 계속하여 지방 정부 

최신 기술에 대한 투자를 도와 응급상황에 처한 우리 시민들을 돕게 할 것입니다.”  

  

주 상호운영 통신 보조금  

  

뉴욕주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에서 관리하는 뉴욕주 상호운영 통신 보조금이 

57개 카운티와 뉴욕시를 대상으로 6회에 걸쳐서 3억 달러 이상이 지원되었습니다. 주 

전역 상호운영 통신 보조금은 공식에 기초하여 휴대전화 추가 요금 수익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카운티에서 계속하여 초기 대응팀들이 지방 정부 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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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내 다른 지역 사이에서 지역 모바일 라디오 시스템을 이용한 통신 시설에 중요한 

개선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모든 카운티와 뉴욕시는 공공시설, 장비 및 기술 업데이트와 관련된 프로젝트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주 국토 안전 비상서비스부에서 관리합니다.  

  

보조금 신청 자격을 갖춘 카운티는 타워와 안테나 설치 지점에 대한 새 장비 설치를 통한 

무선 전파 범위 확장, 차세대 911 기술 이행 및 공공안전 전파시스템의 표준 통신 채널 

설정, 응급서비스 통합 파견 센터, 공공안전 배치 센터 운영에 대한 지원, 카운티가 

시스템들을 서로 연결하게 하는 새 기술 배정 등 다양한 기능에 이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이 보조금은 지역 간의 효율적인 통신, 협력 및 전체적인 초기대응 

준비를 촉진하는 교육과 체험을 지원합니다.  

  

2017년 회계 연도 뉴욕주 상호운영 통신 보조금 지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카운티  지원액수    카운티  지원액수  

Albany  $1,272,530    Oneida  $773,684  

Allegany  $958,841    Onondaga  $1,360,003  

Broome  $718,401    Ontario  $682,338  

Cattaraugus  $726,536    Orange  $864,231  

Cayuga  $778,135    Orleans  $420,587  

Chautauqua  $647,798    Oswego  $846,320  

Chemung  $543,685    Otsego  $684,650  

Clinton  $664,424    Putnam  $454,708  

Columbia  $516,018    Rensselaer  $736,407  

Cortland  $978,349    Rockland  $852,018  

Delaware  $480,891    Saratoga  $834,169  

Dutchess  $630,120    Schenectady  $518,618  

Erie  $1,072,420    Schoharie  $485,123  

Essex  $799,637    Schuyler  $381,179  

Franklin  $703,803    Seneca  $441,439  

Fulton  $429,721    St. Lawrence  $937,148  

Genesee  $679,558    Steuben  $804,996  

Greene  $468,265    Suffolk  $1,069,314  

Hamilton  $540,339    Sullivan  $757,308  

Herkimer  $639,876    Tioga  $453,399  

Jefferson  $647,104    Tompkins  $704,018  

Lewis  $653,718    Ulster  $524,993  



 

 

Livingston  $589,682    Warren  $550,861  

Madison  $782,596    Washington  $837,216  

Monroe  $1,727,572    Wayne  $541,839  

Montgomery  $463,291    Westchester  $608,545  

Nassau  $899,859    Wyoming  $473,355  

New York City  $5,326,241    Yates  $350,954  

Niagara  $711,170        

  

대중 안전 응답서(Public Safety Answering Points, PSAP) 보조금  

  

추가로, 주 전역의 카운티의 카운티 긴급통화센터에 1,000만 달러 지원되었습니다. 

PSAP로 알려진 대중안전시설은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받고 긴급 서비스팀 배정을 

시작합니다. 뉴욕주 곳곳의 여러 카운티들은 911 응대 및 출동 업무의 대부분을 

지휘하고 있으며, 시, 카운티 및 뉴욕주별로 응대 시설 간 서비스를 조정합니다. 연간 

보조금은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에서 관리되어 주정부가 카운티에 대중안전 

전화상담과 서비스 배치 비용을 변제할 수 있게 합니다. 모든 카운티와 뉴욕시에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의 프로그램 참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카운티 긴급 서비스 운영자들이 매일 지출하는 비용을 변제하는 데 도움이 

될뿐만 아니라 전화 상담과 기술 배정의 업그레이드를 촉진하고 문자 메시지, 데이터 

통신과 같은 새로운 서비스와 긴급 대응에 대한 위치 확인 기능 향상에 대한 투자를 

형성합니다.  

  

PSAP 운영 보조금을 통하여 지원하는 1,000만 달러의 지원금은 다음과 같이 

배정되었습니다.  

  

카운티  지원액수    카운티  지원액수  

Albany  $202,379    Niagara  $172,664  

Allegany  $174,590    Oneida  $200,167  

Broome  $200,949    Onondaga  $177,652  

Cattaraugus  $175,764    Ontario  $198,524  

Cayuga  $202,548    Orange  $165,658  

Chautauqua  $174,310    Orleans  $122,218  

Chemung  $197,248    Oswego  $180,679  

Chenango  $167,545    Otsego  $157,687  

Clinton  $138,273    Putnam  $121,076  

Columbia  $159,428    Rensselaer  $193,615  

Cortland  $137,308    Rockland  $234,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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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aware  $170,800    Saratoga  $127,221  

Dutchess  $166,073    Schenectady  $177,760  

Erie  $215,639    Schoharie  $113,600  

Essex  $215,872    Schuyler  $193,631  

Franklin  $193,268    Seneca  $180,736  

Fulton  $167,791    St. Lawrence  $202,461  

Genesee  $203,186    Steuben  $195,340  

Greene  $139,634    Suffolk  $169,591  

Hamilton  $93,664    Sullivan  $167,204  

Herkimer  $194,366    Tioga  $153,299  

Jefferson  $212,011    Tompkins  $148,478  

Lewis  $138,118    Ulster  $144,340  

Livingston  $214,981    Warren  $169,396  

Madison  $163,643    Washington  $167,728  

Monroe  $231,492    Wayne  $146,239  

Montgomery  $142,049    Westchester  $165,722  

Nassau  $148,789    Wyoming  $126,349  

New York City  $196,319    Yates  $188,139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 (DHSES) 소개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 DHSES)은 테러 및 기타 인재와 천재, 기타 비상 상황 발생 시 이를 예방하고, 

이로부터 보호하고, 대비하고, 대응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 시 복구할 수 있는 활동을 

위해 리더십, 공조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DHSES 페이스북 

페이지를 방문하고 트위터, 인스타그램에서 @NYSDHSES를 팔로우하거나 

dhses.ny.gov를 방문하십시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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