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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4/8/2015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ANDREW M. CUOMO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주지사 
 

CUOMO 주지사는주지사는주지사는주지사는 대대대대 테러테러테러테러 및및및및 비상비상비상비상 대비대비대비대비 자금으로자금으로자금으로자금으로 233 백만백만백만백만 달러달러달러달러 발표발표발표발표  
 

기금은기금은기금은기금은 주주주주 전체전체전체전체 커뮤니티의커뮤니티의커뮤니티의커뮤니티의 보안과보안과보안과보안과 비상대비비상대비비상대비비상대비 및및및및 복구복구복구복구 절차에절차에절차에절차에 사용사용사용사용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 주 전역의 카운티에서 대 테러 비상 대비 활동을 

지원하는 연방 정부의 보조금 233 백만 달러 이상을 발표했습니다. 이 국토 안보부 

보조금 프로그램을 통해 연방 비상 관리기구 (FEMA)에 의해 제공되는 자금은 지역 사회 

예방, 보호, 대응 및 복구 기능을 유지하고 향상하는데 중요한 계획, 조직 및 교육 활동을 

포함하여 지역 준비 활동을 지원합니다. 
 

“뉴욕은 계속해서 테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우리는, 이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자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이 

자금은 해를 끼치려는 테러리스트들에 대응하여 우리 주를 방어하며, 비상 사태 시 

출동할 우리의 최초 구조 대원들을 지원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뉴요커의 안전을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이며, 이러한 프로그램과 연습을 통해 우리는 이 목표를 향해 계속 

나아갑니다.”  
 

국토 안보 보조금은 초동 조치, 장비 구입, 뉴요커 안전 유지에 필수적인 다른 기능에 

대한 연습과 훈련을 지원합니다. 연방 가이드 라인은 각 카운티가 수상한 총 금액의 25 

%가 테러 예방 활동을 위한 법 집행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프로젝트의 우선순위는 Cuomo 주지사의 시민 대비 프로그램, 효과적인 사이버 보안 

프로그램과 정책 및 비상 관리 계획 노력의 지속적인 조정 및 개발에 대한 노력을 

포함합니다. 국토 보안 및 비상 서비스(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의 주 정부 부문은 지역 협력의 발전과 법 집행 기관 사이의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관은 상환 기반 보조금을 받기 위해 세부 사업 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카운티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제공합니다.  
 

발표된 주요 프로그램 및 보조금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 New York City를 포함한 New York City 도심지역, Yonkers 시, Westchester 

카운티, Nassau 카운티, 그리고 Suffolk 카운티에 중요 테러 방지 프로그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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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도시 지역 안보 이니셔티브(Urban Areas Security Initiative )에서 거의 

1억8천1백만달러의 자금을 제공합니다.. 

• 주정부 국토 보안 프로그램(State Homeland Security Program)은 New York 

City와 주 전역에 테러 행위와 치명적인 재해를 방지, 예방에 대응하고, 

복구하기 위해 5천2백만달러 이상의 자금을 제공합니다. 
 
 

SHSP 보조금은 다음 지역에 수여 되었습니다 :  

Allegany 카운티 70,000 달러 

Broome 카운티 365,000 달러 

Cattaraugus 

카운티 

$160,000 

Cayuga 카운티 155,000 달러 

Chautauqua 

카운티 

$200,000 

Chemung 카운티 170,000 달러 

Chenango 카운티 110,000 달러 

Clinton 카운티 150,000달러 

Columbia 카운티 90,000 달러 

Cortland 카운티 60,000달러 

Delaware 카운티 $100,000 

Dutchess 카운티 490,000 달러 

Essex 카운티 120,000달러 

Franklin 카운티 70,000 달러 

Fulton 카운티 85,000 달러 

Genesee 카운티 115,000달러 

Greene 카운티 115,000달러 

Hamilton 카운티 $50,000 

Herkimer 카운티 90,000 달러 

Jefferson 카운티 130,000 달러 

Lewis 카운티 55,000 달러 

Livingston 카운티 150,000달러 

Madison 카운티 125,000달러 

Montgomery 

카운티 
120,000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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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ssau 카운티 1,950,000달러 

New York City 34,392,307달러 

Oneida 카운티 265,000 달러 

Ontario 카운티 $200,000 

Orange 카운티 900,600 달러 

Orleans 카운티 105,000 달러 

Oswego 카운티 195,000달러 

Otsego 카운티 110,000 달러 

Putnam 카운티 275,000달러 

Rockland 카운티 745,000달러 

Saratoga 카운티 290,000 달러 

Schoharie 카운티 95,000 달러 

Schuyler 카운티 55,000 달러 

Seneca 카운티 60,000달러 

St Lawrence 

카운티 
185,000 달러 

Steuben 카운티 130,000 달러 

Suffolk 카운티 1,200,000달러 

Sullivan 카운티 210,000 달러 

Tioga 카운티 70,000 달러 

Tompkins 카운티 115,000달러 

Ulster 카운티 270,000 달러 

Warren 카운티 80,000 달러 

Washington 

카운티 
80,000 달러 

Wayne 카운티 170,000 달러 

Westchester 

카운티 
1,420,000달러 

Wyoming 카운티 70,000 달러 

Yates 카운티 40,000달러 

합계합계합계합계 47,022,907달러달러달러달러 

 

보조금 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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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ital 
Region 

1,683,340달러 

Central NY 1,530,000달러 

Western 
NY 

2,322,953달러 

합계합계합계합계 5,536,293달러달러달러달러 

 

국토 보안 및 긴급 서비스 국장 John Melville은 “지난 몇 년 동안은 예기치 않은 비상 

사태에 대한 준비의 중요성을 입증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연방 정부의 보조금은 

최초 대응 훈련과 그들이 테러 행위를 방지하고 재해에 대응하며, 주 곳곳에서 뉴욕 

시민들을 보호 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 사회를 지원하는 먼 길을 갈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원 의원 Charles B. Rangel은 “뉴요커의 안전과 보안은 항상 우리의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최근의 FEMA 보조금은 우리의 주 정부가 위협을 방지하고 시의 적절하고 

종합적으로 재해에 응답 할 수 있는지를 확신시켜줍니다. 이 자금을 확보해준 Cuomo 

주지사의 노력 덕분에, 우리의 용감한 초동 조치가 비상 사태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할 

것입니다.”라고 하원 의원 Charles B. Rangel이 말했습니다. 
 

하원 의원 Eliot Engel은 “모든 자금은 특히 뉴욕에서, 자금이 많이 필요한 테러 대책에 

소요됩니다. HSGP은 초동 조치에 대한 중요한 테러 방지 프로그램, 교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뉴욕에 2억3천3백만달러를 제공하고, 주 전반에 걸쳐 심각한 상황에 

대처할 것입니다. 나는 뉴욕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주신 Cuomo 주지사에 

박수를 보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의원 Nita Lowey은 “나는 이 국토 안보 자금이 뉴욕에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계속해서 

기쁩니다. 이 자금은 일상적으로 통근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우리 지역에 중요한 

인프라를 강화하고, 초동 조치에 그들이 테러 공격 시 생명을 구하는 데 필요한 훈련 및 

장비 업그레이드를 제공 할 것입니다. 올해 초 하원 공화당 대다수에 의해 제기된 DHS 

자금 위기는 바로 이 자금을 위협하여 우리 지역의 안전을 위태롭게 했었습니다. 하원 

세출위원회의 회원으로, 나는 뉴욕 지역 사회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자금을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원 의원 José E. Serrano는 “뉴욕 세계와 최근의 사건은 우리가 정기적으로 테러 

위협과 자연 재해에 직면 할 주정부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투자하고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것이 내가 도시 지역 안보 구상과 세출위원회의 

일원으로서 강력하게 국가 국토 보안 프로그램을 지원 한 이유입니다. 이러한 연방 

정부의 자금은 뉴욕을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예기치 않은 비상 사태에 방지하고 

응답 할 준비를 갖추도록 지속시킬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자금을 조달 할 프로그램과 

활동이 성공적으로 지역 사회에서 구현되도록 Cuomo 주지사와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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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의원 Jerrold Nadler는 “ 이 중요한 연방 정부의 자금은 테러에 대처하고 우리의 최초 

구조 요원을 지원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매년 의회에 이 자금을 

확보하는 강력한 후원자가 될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도시 지역 안보 

이니셔티브(Urban Areas Security Initiative)은 특히 뉴욕의 도시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고 

중요한 장기적 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뉴욕의 사람들을 더욱 보호하기 위해 이 

기금을 확보를 위해 협력 해 주신 Cuomo 지사를 칭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의원 Carolyn B. Maloney는 “Cuomo 주지사는 우리 주 보안을 최우선으로 지속하고 

있으며, 이러한 연방 정부의 보조금이 그 노력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라고 Carolyn B. 

Maloney 의원이 말했습니다. “나는 훈련에 추가 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우리가 

예기치 않은 비상 사태에 대비하도록 계획할 것입니다. 테러 위협은 남아있으며, 우리는 

잠시도 우리의 가드를 쉬게 할 수 없습니다.” 
 

하원 의원 Pete King은 “국제 테러리즘의 최상위 표적으로서, 뉴욕의 보안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보조금은 우리의 방어와 대비를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원 의원 Gregory Meeks은 “나는 완전히 우리의 최초 구조대원에 대한 훈련, 기술, 

장비, 기능과 조정을 개선하기 위한 이러한 연방 정부의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나는 9-

11의 사건을 방지하고 Superstorm Sandy와 같은 자연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보안 및 

비상 대비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에 우선순위를 둔 Cuomo 주지사에게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원 의원 Joe Crowley는 “슬프게도, 우리 뉴욕은 테러가 낯설지 않으며, 우리 주는 

미국에 피해를 입히고자 하는 테러리스트의 최우선 표적으로 계속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연방 정부의 보조금은 우리 주가 우리 시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고 방지하고 준비하기 

위해 도움을 줄 것이며, 이는 광대한 범위의 대 테러 방지 프로그램과 도시 지역 안보 

이니셔티브(Urban Area Security Initiative), 9/11 사태를 일깨우기 위한 노력 등을 

지원하는 자금이 될 것입니다. 국토 안보부의 모든 투자는 뉴요커의 안전을 유지하는데 

중요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원 의원 Steve Israel은 “뉴요커로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 준비하고 신속하게 예기치 

않은 비상 사태에 대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이 자금은 우리의 이미 

강력한 비상 대응 인프라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우리의 최초 구조대원이 뉴요커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자원들이 여유 있도록 보장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원 의원 Brian Higgins 국토 안보부 하원위원회의 회원은 “뉴욕 서부 지역은 네 개의 

국제 교량과의 북부 접경 지역입니다; Niagara Falls Air Reserve Station;the Niagara 

Power Project; 그것은 또한 세계의 가장 막대하고 신성한 수자원 공급을 나타내는 두 

개의 오대호와 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미국 인구의 약 55 %와 캐나다 인구의 62 

%룰 포함하고, 500 마일 반경의 중심점으로서 기능합니다. 연방 국토 안보부의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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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은 우리 고유의 위험 대비 기능을 보호하고 응급 상황에 대한 우리의 영역을 

준비하는 데 필수적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원 의원 Paul Tonko는 “우리 주 정부가 예상치 못한 재해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훈련과 

교육을 받는데 쓰일 이 자금은 최초 구조대원 및 지역 사회 지도자를 보장합니다. 나는 

완화 및 준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Cuomo 주지사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보조금이 비상 사태를 직면한 지역 사회를 돕도록 장기적인 길을 갈 것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원 의원 Richard Hanna는 “이러한 연방 정부의 자금은 악천후나 우리가 종종 뉴욕 주 

북부에서 내리는 폭설에서 부터 홍수와 같은 비상 사태를 복구하고 대응하기 위해 지역 

사회에서 올바르게 사용되게 됩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의 최초 구조대원이 재난이 

발생했을 때 우리의 이웃을 보호하기 위해 잘 준비하고 장착되어 있는지 보장합니다.. 

당신은 비상 사태를 직면 할 때까지 이러한 서비스를 필요로 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지만, 

그것은 중요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원 의원 Sean Patrick Maloney는 “Hudson Valley는 Irene, Sandy and Lee에 의해 

타격을 입었으며, 이러한 중요한 자원이 우리의 최초 구조대원들이 준비하고 테러와 

자연 재해 모두에서 지역 사회를 보호 할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의원 Grace Meng은 “뉴욕은 전국에서 최고의 테러의 대상이며 이 연방 국토 안보 

보조금은 이러한 유형의 우리 지역에서의 긴급한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치명적인 재해에 

대응하는 것에서부터 테러 방지 프로그램까지, 이는 뉴욕이 준비 태세를 갖추는 데 

중요하며, 우리의 초동 조치들이 안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중요한 자원을 

가지는데 필수적입니다. 나는 FEMA와 주지사에게 감사하고, 나는 이 중요한 자금을 

발표하는데 그들과 합류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원 의원 John Katko는 “우리의 지역 사회를 보호하는 용감한 남성과 여성들이 뉴욕 

주의 주민의 안전에 필수적인 자원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필요한 이 

자금은 뉴욕 중부에서 초동 준비를 위해 더 나은 준비와 방지와 우리 지역사회의 

잠재적인 비상 사태에 대응하는 과정이 정착 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의원 Kathleen Rice는 “이 연방 정부의 자금 지원은 우리가 예방, 준비 및 테러 행위에 

대응하는 역할을 하는 현지 법 집행 기관과 비상 구조 대원들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커뮤니티가 공격의 지나치게 높은 위험에 직면한 뉴욕에서, 지역 

기관은 업무 수행과 우리의 고유한 보안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이 기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보조금은 DHS 차년도 자금에 대한 정치적 분쟁에 의해 불필요하게 

지연되었지만, 나는 DHS가 뉴욕 사람들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돈을 가질 

것이라는 것을 확신 시켜주기 위해 신속하게 행동 해준 것에 감사 드립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의원 Elise Stefanik는 “이 보조금은 북부 지역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장기적인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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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제대로 응급 상황에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장하는 것은 

중요하며 나는 뉴욕의 21개의 지구에 수여되는 이 중요한 자금에 대해 기쁘게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의원 Lee Zeldin은 “이 자금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해졌으며 이는 우리가 국내의 

테러리즘, 스스로 ' Islamic State의 시민’으로 여기는 미국 시민으로 스스로 급진주의가 

된 두 뉴욕 여성을 포함하여 증가되는 테러와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최근의 

대비는 뉴욕에서 압력 밥솥을 폭파 시키듯이 증가하며 우리에게 경계를 늦추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 테러 및 비상 대책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것은 뉴욕 시민들은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국토 보안 및 비상 서비스 부문 소개 

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와 네 사무실 -- 대 테러, 재난 

관리, 화재 예방 및 제어 및 상호 운용 및 긴급 통신 - 은 리더십, 조정 및 지원을 제공하고 

테러 및 기타 인공과 자연 재해, 위협, 화재 등의 비상 사태를 방지, 예방, 대응 및 

복구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더 많은 정보를 위해서 다음을 방문하거나 Facebook page, 

공식 트위터를 팔로우 하거나@NYSDHSES on Twitter, 다음을 방문해 주십시오 
dhses.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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