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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뉴욕주 전역에서 비상 서비스 출동을 강화하기 위해 1,000만 달러 지원 

발표  

  

이 기금은 공공 안전 응답 기지 운영 보조금(Public Safety Answering Points 

Operations Grant)을 통해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이 관리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전역에서 911 대응 및 비상 서비스 출동 작전 

개선을 통해 지방 비상 대응 운영 강화를 위해 1,000만 달러의 기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기금은 공공 안전 응답 기지 운영 보조금(Public Safety Answering 

Points Operations Grant)을 통해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 DHSES)이 관리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최초 신고 접수자가 비상사태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구를 제공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지원금을 통해 카운티는 비상 서비스 출동 운영에 필수적인 

업그레이드를 실시하여 더욱 안전한 엠파이어 스테이트(Empire State)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긴급 대응 서비스는 뉴욕주 전역에서 

주민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합니다. 이 기금은 지자체들이 공공 안전을 향상시키고 

전반적인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911 대응 및 출동 업무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우리는 지역사회들이 긴급 통신을 개선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원 및 기술을 반드시 보유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공 안전 응답 기지(Public Safety Answering Points)로 알려진 대중 안전 시설은 도움 

요청 전화를 받은 후 긴급 서비스팀을 출동시킵니다. 뉴욕주 전 지역의 카운티들은 911 

응답 및 출동 운영 업무의 대부분을 운영하고, 지자체, 카운티, 주정부의 긴급상황 

대처자들 사이의 서비스를 조정합니다. 연례 보조금은 공공 안전 운영 및 출동 비용을 

카운티에 지급하는 주정부 상환금에 사용됩니다. 모든 카운티와 뉴욕시는 지원금을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카운티 운영자들은 운영 비용, 출동 기술 업그레이드를 비롯해, 문자 메시지 송신, 데이터 

커뮤니케이션, 지형 위치 등 서비스 투자를 포함한 다양한 곳에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0년에 이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후, 카운티들은 911 문자 서비스인 텍스트-

투-911(text-to-911)의 구현을 포함한 업그레이드 기금을 신청했습니다. 올해 여섯 곳의 

카운티가 문자로 911에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를 비상 응대 자원에 포함시켜 문자 911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운티의 총 수가 34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뉴욕주 

카운티 전체의 50 퍼센트를 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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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ergency Services)의 Patrick A. Murphy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지원금은 신규 기술 및 자원을 911 센터 지원에 활용해 뉴욕 주민들에게 가능한 한 

신속하게 지원을 파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가용 지원금을 통해, 우리의 

상호운용 및 비상 커뮤니케이션청(Office of Interoperable and Emergency 

Communications)은 카운티 및 지방 비상 관리 기관과 일대일로 계속 협력하여 이곳의 

전반적인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한편, 지방 파트너들이 최근의 기준에 

맞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 보조금은 경쟁하지 않는 해결책 위주의 보조금입니다. 기금은 카운티의 운영활동 

범위, 인구 요소, 긴급 서비스 전화 메트릭을 반영한 통계를 바탕으로 참여 카운티들에 

배분됩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카운티는 긴급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주 및 국가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을 다짐합니다.  

  

프로그램에 사용할 수 있는 1,000만 달러의 보조금은 다음과 같이 배정됩니다.  

  

카운티  지원액수  카운티  지원액수  

Albany  $265,378  Niagara  $149,373  

Allegany  $130,863  Oneida  $186,169  

Broome  $237,798  Onondaga  $189,412  

Cattaraugus  $188,546  Ontario  $196,178  

Cayuga  $185,825  Orange  $167,029  

Chautauqua  $150,967  Orleans  $118,084  

Chemung  $172,031  Oswego  $179,637  

Chenango  $179,786  Otsego  $164,024  

Clinton  $115,804  Putnam  $99,911  

Columbia  $152,979  Rensselaer  $144,186  

Cortland  $192,583  Rockland  $296,142  

Delaware  $149,937  Saratoga  $164,959  

Dutchess  $168,353  Schenectady  $198,130  

Erie  $209,381  Schoharie  $109,890  



 

 

Essex  $236,106  Schuyler  $173,393  

Franklin  $184,620  Seneca  $143,537  

Fulton  $186,017  St. Lawrence  $193,447  

Genesee  $195,740  Steuben  $187,468  

Greene  $134,721  Suffolk  $203,083  

Hamilton  $112,994  Sullivan  $165,084  

Herkimer  $191,946  Tioga  $131,130  

Jefferson  $204,606  Tompkins  $172,173  

Lewis  $171,949  Ulster  $123,664  

Livingston  $178,825  Warren  $145,935  

Madison  $166,535  Washington  $149,071  

Monroe  $264,755  Wayne  $183,796  

Montgomery  $197,601  Westchester  $127,807  

Nassau  $130,097  Wyoming  $121,462  

New York City  $162,485  Yates  $196,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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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Emergency Services)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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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SES) 페이스북(Facebook) 페이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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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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