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년 3월 29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뉴욕주 전 지역에 비상 통신 보조금 (EMERGENCY 

COMMUNICATIONS GRANTS) 4,500 만 달러 지원 발표 

 

카운티들을 지원하고 비상 대응 시스템 (Emergency Response Systems)을 강화하며 

차세대 911 (Next Generation 911) 기술을 구현하는 데 사용될 뉴욕주 보조금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대단히 중요한 기술을 업그레이드하고 비상 통신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뉴욕주 전 지역의 카운티들을 대상으로 보조금 4,500만 달러를 

지원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보조금으로 지방 정부들이 협력을 강화하고 긴급상황 

대처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각 정부의 시스템을 통해 통신 기능을 확장하고 가치있는 

데이터를 교환하며 정보의 흐름을 능률화 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일분 일초가 

중요합니다. 이 중요한 보조금은 매일 자신의 이웃과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목숨을 

거는 용감한 긴급상황 대처자들을 지원하면서 뉴욕주 전 지역의 비상 대응 능력의 질과 

효율성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뉴욕주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 (State 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에서 관리하는 뉴욕주 상호운영 통신 보조금 (State Interoperable 

Communications Grant)이 57개 카운티와 뉴욕시를 대상으로 5회차분 27,500만 달러 

이상이 지원되었습니다. 또한 이 보조금 프로그램의 결과로 10개의 지역별 파트너십 

또는 컨소시엄이 구성되었습니다. 이것은 2010년 이 프로그램을 시작한 이래 50퍼센트 

이상 참여가 늘어났음을 보여줍니다. 

 

John P. Melville 뉴욕주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 (New York State 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911 

기술을 포함한 통신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향상시키는 것은 비상 대응에 

필수적인 일입니다. 이 보조금을 통해 카운티들과 뉴욕시는 뉴욕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비상 통신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퇴역군인, 국토안보, 군사업무 위원회 (Committee on Veterans, Homeland Security 

and Military Affairs) 위원장 Thomas Croci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비상 상황에서 긴급상황 대처자들이 원활한 의사 소통을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보조금은 카운티들이 비상 대응 기능을 개선하고 분을 다투는 도움 요청시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정부 운영위원회 (Committee on Governmental Operations) 위원장 Crystal Peoples-

Stokes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일분 일초가 

중요합니다 비상 사태나 재해가 발생할 경우 카운티들은 매일 대중이 사용하는 통신 

기술을 유지하기 위해 보다 빠르고 더욱 유연하며 복구력이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저는 작년 예산안으로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주지사님과 제 동료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리 카운티와 같은 카운티들에서 이 법안이 시행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6년 회계 연도 뉴욕주 상호운영 통신 보조금 (State Interoperable Communications 

Grant) 지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카운티 지원액수 

Albany $1,000,417 

Allegany $911,523 

Broome $674,824 

Cattaraugus $663,916 

Cayuga $838,244 

Chautauqua $657,306 

Chemung $566,034 

Chenango $456,553 

Clinton $584,478 

Columbia $516,279 

Cortland $995,456 

Delaware $447,657 

Dutchess $682,199 

Erie $1,096,094 

Essex $798,157 

Franklin $701,096 

Fulton $437,407 

Genesee $705,023 

Greene $464,037 

Hamilton $471,640 

Herkimer $637,534 

Jefferson $659,672 

Lewis $539,653 



Livingston $598,108 

Madison $821,280 

Monroe $1,459,024 

Montgomery $447,091 

Nassau $856,563 

New York City $5,680,831 

Niagara $673,193 

Oneida $637,360 

Onondaga $1,404,362 

Ontario $716,143 

Orange $757,344 

Orleans $448,993 

Oswego $886,284 

Otsego $797,694 

Putnam $482,829 

Rensselaer $798,760 

Rockland $853,925 

Saratoga $874,563 

Schenectady $610,436 

Schoharie $436,557 

Schuyler $398,500 

Seneca $476,901 

St. Lawrence $759,073 

Steuben $862,857 

Suffolk $1,118,377 

Sullivan $680,727 

Tioga $442,981 

Tompkins $738,565 

Ulster $521,553 

Warren $523,375 

Washington $709,086 

Wayne $514,825 

Westchester $677,239 

Wyoming $474,197 

Yates $35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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