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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테러 위험이 높은 비영리 단체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연방 기금 

1,70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발표  

  

비영리 단체의 시설 보안 및 전반적인 대비 능력을 강화를 지원하는 자금 지원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테러 위험에 직면한 비영리 단체 178곳에 연방 기금 

1,700만 달러 이상을 제공하여 시설 보안 강화 및 전반적인 대비 능력 강화를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연방재난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이 비영리 안보 기금 프로그램(Nonprofit Security Grant Program)을 통해 

제공하는 이번 자금 지원은 뉴욕시 메트로 지역 내 단체에 1,270만 달러, 기타 뉴욕주 

지역 내 단체에 430만 달러를 제공하는 두 가지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뉴욕주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New York State 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은 이 프로그램들을 현지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공조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나라 전역에 퍼져 있는 혐오와 분열이라는 

암은 뉴욕주에서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다양성과 포용의 가치를 견디지 못합니다. 이번 

자금 지원은 이미 뉴욕이 증오로부터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시작한 노력을 

기반으로 하며, 뉴욕주 전역의 단체에 피해를 입히려는 사람으로부터 이러한 단체를 

보호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회계연도 2020년에 비영리 안보 기금 프로그램을 통해 전국적으로 총 9,000만 달러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해당 자금 중 5,000만 달러는 도심지역 안보 이니셔티브(Urban 

Area Security Initiative UASI)이 지정한 고위험 도심 지역에 위차한 비영리 단체에 

제공되었습니다. 나머지 4,000만 달러는 UASI 지정 지역 이외의 구역에 

배정되었습니다.  

  

뉴욕에서 UASI 지정 고위험 도심 지역은 지역 뉴욕시 지하철 구역(New York City Metro 

Area)입니다. 특히 해당 구역은 뉴욕시와 웨스트체스터, 나소, 서퍽 카운티에 

위치합니다. 2020년 뉴욕의 UASI 지정 지역 자금 지원 총액 및 수혜자 수는 전국 최고 

수준으로 130개 비영리 단체가 1,270만 달러를 지원받습니다. 연방 기금의 나머지 

430만 달러는 전국 기타 지역의 비영리 단체 48곳에 제공합니다.  

  



 

 

뉴욕주 국토안보 및 비상 서비스 사무국(New York State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 Patrick A. Murphy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양성을 

포용하고 권장해 온 오랜 뉴욕 역사의 일환으로 우리는 단순히 자신의 문화와 신념을 

이유로 개인과 단체를 공격하는 위험과 계속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자금 

지원으로 인해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 중요한 보안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 비용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획:  

• 보안 위험 관리 계획  

• 운영 계획 연속성  

• 대응 계획  

  

장비/인력:  

• 물리적 보안 강화 장비  

• 검사 및 선별 시스템  

• 하청 보안 인력  

  

교육:  

• 액티브 슈터 트레이닝  

• 직원 또는 회원/모임을 위한 보안 교육  

  

훈련:  

• 대응 훈련  

  

이러한 연방 기금은 Cuomo 주지사가 이끄는 지속적인 노력을 강화하여 종교 단체를 

비롯한 비공립학교와 문화 센터가 증오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도록 합니다. 이미 주지사의 증오 범죄 보조금 프로그램(Securing 

Communities Against Hate Crimes Grant Program)을 통해 단체 500개 이상에 총 

2,500만 달러의 주정부 기금이 제공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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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governor.ny.gov/apply-securing-communities-against-hate-crimes-grant-program
https://www.governor.ny.gov/apply-securing-communities-against-hate-crimes-grant-program
https://www.governor.ny.gov/apply-securing-communities-against-hate-crimes-grant-program
http://www.dhses.ny.gov/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71de4de8-2f6e12ea-71dcb4dd-ac1f6b44fec6-a05fcfc5c698ebf9&q=1&e=21b68283-9e04-4d11-840e-963f13414313&u=https%3A%2F%2Fwww.facebook.com%2FNYSDH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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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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