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8년 9월 17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준비 및 대테러 노력을 위한 연방정부 보조금 약 2억 2,400만 달러 발표  

  

이번 자금은 주 전역의 지역사회가 인재, 자연재해 및 비상 사태를 예방, 대응 및 

복구하도록 도울 것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 전역 카운티의 대테러 긴급 대응 활동을 

지원하는 약 2억 2,400만 달러 이상의 연방정부 보조금을 발표했습니다. 

연방재난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이 국토 안보 보조금 

프로그램(Homeland Security Grant Program)을 통해 제공하는 자금은 지역사회 예방, 

보호, 대응 및 복구 기능을 유지하고 향상하는데 중요한 계획, 조직, 장비, 교육, 연습을 

포함한 지역 준비 활동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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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뉴욕 주민의 안전과 안보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최전선에 있는 이들이 우리 지역사회를 보호하는 데 최고의 훈련과 

자원을 이용하도록 계속해서 보장할 것입니다. 이 기금으로 우리는 뉴욕주에서 살고 

일하는 이들과 뉴욕주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연방 기금은 지역사회가 준비되도록 

보장하며 긴급 상황에 대응할 때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도록 합니다. 우리는 비상 사태 및 

자연 재해가 닥칠 때 뉴욕 주민들이 안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공공 안전 및 안보는 최우선 

사항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 전역에서 회복 및 훈련 활동을 도울 것입니다.”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의 Roger Parrino, Sr.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보조금은 우리 

자치 단체들과 긴급상황 대처자들이 우리 지역사회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도구와 훈련을 

받고 주 전역에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얻도록 보장하는 필수 자금을 

지원합니다.”  



 

 

  

뉴욕주 국토 안보 프로그램(State Homeland Security Program) - 5,250만 달러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은 이 보조금을 뉴욕시와 더불어 주의 모든 카운티에 수여합니다. 주정부 

국토안보프로그램(State Homeland Security Program)은 테러 활동과 기타 재난을 예방 

및 대응하고 재난 발생 시 재난으로부터 보호 및 복구하기 위해 5,200만 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할 것입니다. 연방 가이드 라인에 따르면 각 카운티의 총 지원금 중 25%를 

사법 집행 및 테러리즘 방지 활동에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토 안보 및 긴급 서비스청(DHSES)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뉴욕주에서 이 기금을 

위한 일련의 우선순위를 식별하고 있습니다.  

  

• 지역 파트너십의 발전  

• 시민 대응 노력의 강화  

• 사이버 범죄용 효과적 프로그램 및 정책 개발  

• 법 집행 정보 공유력 강화  

• 긴급상황 관리 계획 노력의 지속적 조화  

• 효과적 프로그램 및 기존 능력의 존속  

  

수여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령자  총  

Albany County  $565,555  

Albany, City of  $265,940  

Allegany County  $69,980  

Broome County  $364,894  

Cattaraugus County  $159,954  

Cayuga County  $154,955  

Chautauqua County  $199,942  

Chemung County  $169,951  

Chenango County  $109,968  

Clinton County  $149,957  

Columbia County  $89,974  

Cortland County  $59,983  

Delaware County  $99,971  

Dutchess County  $489,858  

Erie County  $1,407,426  

Buffalo, City of  $352,427  



 

 

Essex County  $119,965  

Franklin County  $69,980  

Fulton County  $84,975  

Genesee County  $114,967  

Greene County  $114,967  

Hamilton County  $49,985  

Herkimer County  $89,974  

Jefferson County  $129,962  

Lewis County  $54,984  

Livingston County  $149,956  

Madison County  $124,964  

Monroe County  $704,224  

Rochester, City of  $245,500  

Montgomery County  $119,965  

Nassau County  $1,949,434  

New York City  $34,382,377  

Niagara County  $562,426  

Oneida County  $264,923  

Onondaga County  $333,404  

Syracuse, City of  $246,428  

Ontario County  $199,942  

Orange County  $900,339  

Orleans County  $104,970  

Oswego County  $194,943  

Otsego County  $109,968  

Putnam County  $274,920  

Rensselaer County  $296,434  

Troy, City of  $134,661  

Rockland County  $744,784  

Saratoga County  $289,916  

Schenectady County  $242,350  

Schenectady, City of  $177,911  

Schoharie County  $94,972  

Schuyler County  $54,984  

Seneca County  $59,983  

St. Lawrence County  $184,946  

Steuben County  $129,963  

Suffolk County  $1,199,652  



 

 

Sullivan County  $209,939  

Tioga County  $69,980  

Tompkins County  $114,967  

Ulster County  $269,921  

Warren County  $79,977  

Washington County  $79,977  

Wayne County  $169,950  

Westchester County  $1,419,588  

Wyoming County  $69,980  

Yates County  $39,988  

총  $52,544,000  

  

도심지역 안보 계획(Urban Areas Security Initiative) - 1억 6,100만 달러  

  

국토 안보 및 긴급 서비스청(DHSES)은 도심지역 안보 계획(Urban Areas Security 

Initiative) 보조금에서 뉴욕시 수도권 관할 구역에 이 자금을 수여했습니다. 이 지역은 

중요한 테러 방지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이 자금을 사용할 것입니다. 

연방 정부의 지침에 따라, 자금의 80%가 합의된 과정을 통해 도심지역 근무 그룹(Urban 

Area Working Group)의 파트너에 할당되고 이 자금에 대한 합의 계약의 내용은 아래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2018년 회계년도 도심지역 안보 계획(Fiscal Year Urban Areas Security Initiative) 

보조금의 주 할당액에서 추가적인 1천 8백만 달러가 테러 관련 활동에서 잠재적인 

위협의 측면에서 도시의 독특한 위치를 인정 받은 뉴욕시에 할당될 예정이며 아래 수여 

명단에 포함됩니다.  

  

수여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령자  금액  

Port Authority  $10,662,602  

Westchester County  $2,649,658  

City of Yonkers  $2,649,658  

Suffolk County  $2,649,658  

Nassau County  $2,649,658  

NYC  $139,771,354  

총  $161,032,588  

  

비상 관리 성과 보조금 - 740만 달러  

  



 

 

이 보조금은 연방 기금을 각 주에 교부하여 주정부, 지자체, 미국령 정부 및 부족 정부가 

모든 위험요인에 대비하도록 지원합니다. 이 중요 기금은 주 및 지방 단위의 비상관리 

전문가들의 봉급을 지원하고, 주정부 및 지방정부가 재난 및 기타 비상상황에 대응하는 

능력을 개발 및 시험하는 훈련과 활동을 지원하며, 비상 대응 관리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는 데 사용됩니다.  

  

수여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카운티  지원액수  

Albany  $117,970  

Allegany  $23,177  

Broome  $79,495  

Cattaraugus  $34,827  

Cattaraugus  $34,719  

Chautauqua  $55,098  

Chemung  $37,988  

Chenango  $23,745  

Clinton  $35,499  

Columbia  $28,431  

Cortland  $23,321  

Delaware  $22,818  

Dutchess  $115,475  

Erie  $346,296  

Essex  $19,620  

Franklin  $24,162  

Fulton  $25,622  

Genesee  $27,311  

Greene  $23,279  

Hamilton  $6,796  

Herkimer  $28,960  

Jefferson  $48,163  

Lewis  $15,059  

Livingston  $29,284  

Madison  $32,274  

Monroe  $281,420  

Montgomery  $23,649  

Nassau  $502,450  

Niagara  $85,388  

Oneida  $92,225  



 

 

Onondaga  $178,435  

Ontario  $45,081  

Orange  $143,448  

Orleans  $20,925  

Oswego  $50,347  

Otsego  $28,121  

Putnam  $42,028  

Rensselaer  $64,206  

Rockland  $120,748  

St. Lawrence  $46,572  

Saratoga  $86,553  

Schenectady  $62,460  

Schoharie  $17,162  

Schuyler  $11,812  

Seneca  $18,091  

Steuben  $41,761  

Suffolk  $559,572  

Sullivan  $33,798  

Tioga  $23,986  

Tompkins  $42,717  

Ulster  $72,771  

Warren  $29,401  

Washington  $28,476  

Wayne  $39,823  

Westchester  $357,464  

Wyoming  $20,655  

Yates  $14,413  

New York City  $3,040,926  

총  $7,486,273  

  

오퍼레이션 스톤가든 보조금 프로그램(Operation Stonegarden Grant Program) - 

290만 달러  

  

이 보조금은 노던 보더를 따라 수행되는 공동 작전을 지원하여 연방, 주, 지방, 부족 법 

집행 기관 간 협력과 조화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자금을 제공합니다.  

  

수여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령자  지원액수  



 

 

Cayuga County  $175,000  

Chautauqua County  $178,680  

Clinton County  $350,000  

Erie County  $300,000  

Franklin County  $220,000  

Jefferson County  $250,000  

Monroe County  $171,506  

Niagara County  $285,000  

Orleans County  $150,000  

Oswego County  $185,000  

St. Lawrence County  $250,000  

St. Regis Mohawk Tribe  $250,000  

Wayne County  $170,000  

총  $2,935,186  

  

José E. Serrano 연방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주민들은 테러 공격 또는 

자연 재해가 여기에서 일으킬 수 있는 파괴를 직접 겪어 알고있습니다. 이 연방 국토 

안보(Homeland Security) 기금으로 우리는 공격에 대한 방어력을 높일 수 있으며 긴급 

상황에서 잘 회복하도록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의회의 세출 위원회(Appropriations 

committee) 구성원으로서 저는 Cuomo 주지사님과 연방 자원을 얻기 위해 계속해서 

싸우고 뉴욕의 가족들을 안전하게 지킬 것입니다.”  

  

Grace Meng 연방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재와 천재 등 국가 주변에서 위협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우리 주가 모든 긴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 연방 기금이 매우 

중요합니다. 뉴욕은 이러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누릴 자격이 있으며, 대테러 및 

비상 사태 대응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연방 기금을 확보하게 되어 기쁩니다. 뉴욕 

주민의 안전을 우선시하시는 Cuomo 주지사님께 찬사를 보냅니다.”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 소개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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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를 방문하고 인스타그램 또는 트위터에서 

@NYSDHSES를 팔로우하거나 dhses.ny.gov를 방문하십시오.  

  
###  

  

http://www.dhses.ny.gov/
http://www.dhses.ny.gov/
https://www.facebook.com/NYSDHSES
https://www.facebook.com/NYSDHSES
https://www.instagram.com/nysdhses/?hl=en
https://twitter.com/NYSDHSES
https://twitter.com/NYSDHSES
http://www.dhses.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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