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0년 8월 12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비상 계획 및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연방 기금 1,510만 달러 발표  

  

기금은 비상 계획 노력 및 운영 준비를 지원  

  

신청은 2020년 8월 21일 금요일에 마감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연방 기금의 1,510만 달러가 뉴욕주 및 카운티 비상 

관리 기관에 수여되어 뉴욕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유형의 재난에 대한 계획 및 운영 준비를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연례 보조금 프로그램인 연방 비상관리활동 보조금(Emergency Management 

Performance Grant, EMPG)을 통해, 이를 수여받은 곳은 교육과 관행의 개발 및 

시행에서 비상 대응 자원 확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자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금은 코로나19 팬데믹에 초점을 맞춘 유사한 노력에 대해 이미 

주에 수여된 430만 달러의 보조금에 추가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거나 

지역사회가 극심한 날씨의 위험을 견딜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지방정부는 비상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지역 파트너를 지원하고 그들이 뉴욕 주민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 자금 지원을 통해 지역 

파트너는 이제 이 새로운 현실이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을 제시하더라도 그들이 봉사하고 

있는 지역사회를 보호할 수 있는 더 나은 입지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뉴욕의 2020년 회계 연도(FY2020)에 수여된 1,510만 달러는 뉴욕이 1,503만 달러를 

받은 2019년 회계연도보다 약간 증가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과 마찬가지로 기금의 

51%(770만 달러)는 주의 전반적인 준비 상태와 비상 관리에 대한 모든 위험 접근 방식의 

개선을 지원할 것입니다. 나머지 49%(740만 달러)는 인구 중심의 공식에 따라 개별 

카운티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금을 이용하기 위해서 지역 수상자는 모든 위험을 해결할 수 있는 자체 준비 상태와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프로젝트 또는 이니셔티브를 개발해야 합니다. 또한 프로젝트는 

미국연방 재난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이 국가적 

개선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확인된 모든 노력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물류 및 유통 관리 계획, 대피 계획, 재해 재무 관리, 대재해 주택 및 탄력적인 

커뮤니케이션이 포함됩니다.  



 

 

  

뉴욕주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New York State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 커미셔너 Patrick A. Murphy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뉴욕은 자연재해에서 테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비상사태를 경험했으며, 긴급 관리 

전문가들이 위험과 관계없이 지역사회를 지키기 위한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기금은 준비 상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주의 노력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지역 파트너에게 역량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자금을 제공합니다."  

  

이 체계 내에서, 자금을 사용하여 다음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관리 및 행정 활동  

• 계획  

• 응급 관리 기관을 위한 인력 배치  

• 장비  

• 훈련 및 연습  

• 비상 운영 센터의 건설 및 수리  

• GIS 및 상호 운용 가능한 통신 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지속  

  

부적격 비용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허용되지 않는 장비: 총기, 탄약, 수류탄 발사기, 총검 또는 무기 항공기, 선박 또는 

무기가 설치된 모든 종류의 차량  

• 기존의 공공 안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의 선서(sworn) 공공 안전 책임자 

고용을 지원하는 비용 또는 전통적인 공공 안전 지위 및 책임을 대체하기 위한 

비용  

• 비상관리활동 보조금 프로그램의 완료 및 구현과 관련이 없는 활동 및 프로젝트.  

  

지역 비상관리 기관이 이용할 수 있는 기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대상  총 수여금  

Albany County  $116,987  

Allegany County  $23,019  

Broome County  $78,847  

Cattaraugus County  $34,567  

Cayuga County  $34,460  

Chautauqua County  $54,663  

Chemung County  $37,701  

Chenango County  $23,582  

Clinton County  $35,234  

Columbia County  $28,228  

Cortland County  $23,162  

Delaware County  $22,663  



 

 

Dutchess County  $114,515  

Erie County  $343,328  

Essex County  $19,493  

Franklin County  $23,995  

Fulton County  $25,443  

Genesee County  $27,117  

Greene County  $23,120  

Hamilton County  $6,780  

Herkimer County  $28,751  

Jefferson County  $47,788  

Lewis County  $14,972  

Livingston County  $29,073  

Madison County  $32,036  

Monroe County  $279,017  

Montgomery County  $23,487  

Nassau County  $498,124  

Niagara County  $84,689  

Oneida County  $91,466  

Onondaga County  $176,927  

Ontario County  $44,733  

Orange County  $142,244  

Orleans County  $20,787  

Oswego County  $49,952  

Otsego County  $27,920  

Putnam County  $41,706  

Rensselaer County  $63,691  

Rockland County  $119,742  

St. Lawrence County  $46,210  

Saratoga County  $85,844  

Schenectady County  $61,960  

Schoharie County  $17,056  

Schuyler County  $11,753  

Seneca County  $17,977  

Steuben County  $41,441  

Suffolk County  $554,750  

Sullivan County  $33,548  

Tioga County  $23,821  

Tompkins County  $42,389  

Ulster County  $72,181  

Warren County  $29,189  

Washington County  $28,272  

Wayne County  $39,520  



 

 

Westchester County  $354,399  

Wyoming County  $20,519  

Yates County  $14,331  

New York City  $3,014,527  

총  7,423,696달러  

  

뉴욕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 DHSES)은 미국연방 재난관리청을 대신하여 이 자금을 관리합니다. 국토안보 

및 비상 서비스 사무국은 각 관할 구역의 비상 관리 사무소와 직접 연락하여 모든 안내 및 

신청서를 준비할 뿐만 아니라 신청 절차를 지원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정보를 

제공합니다.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 소개  

뉴욕주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은 테러 및 기타 인재, 천재, 위협,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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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 페이스북(Facebook) 페이지를 

방문하시거나, 트위터(Twitter)에서 @NYSDHSES를 팔로우, 또는 

인스타그램(Instagram)팔로우, dhses.ny.gov을 방문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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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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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취소 

 

http://www.dhses.ny.gov/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7cabe20a-221bbd08-7ca91b3f-ac1f6b44fec6-9d2aca8ff1c497c8&q=1&e=1cef8590-24ba-4326-b3b0-07194ed4de3f&u=https%3A%2F%2Fwww.facebook.com%2FNYSDHSES
https://twitter.com/NYSDHSES
https://twitter.com/NYSDHSES
https://www.instagram.com/nysdhses/?hl=en
https://www.instagram.com/nysdhses/?hl=en
http://www.dhses.ny.gov/
http://www.governor.ny.gov/
mailto:press.office@exec.ny.gov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efe20584-b3c43130-efe0fcb1-000babd9fe9f-08958405741bfe57&q=1&e=d2183a72-fcf9-4905-9a5f-db2dbb587084&u=https%3A%2F%2Fit.cwnls.com%2Fapp%2Fitpage.nsf%2Funsubscribe.xsp%3Faction%3Dunsubscribe%26id%3D1100PRESB5E6D1D648C43E4D852585C2005B94C8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