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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9/21/2015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ANDREW M. CUOMO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주지사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폭발물폭발물폭발물폭발물 처리반과처리반과처리반과처리반과 폭발물폭발물폭발물폭발물 탐지견탐지견탐지견탐지견 팀을팀을팀을팀을 위해위해위해위해 250만만만만 달러달러달러달러 지원을지원을지원을지원을 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  

 

200만만만만 달러는달러는달러는달러는 현지현지현지현지 팀이팀이팀이팀이 필요한필요한필요한필요한 장비장비장비장비 조달조달조달조달, 첨단첨단첨단첨단 훈련훈련훈련훈련 제공제공제공제공, 교육교육교육교육 연습연습연습연습 참여에참여에참여에참여에 사용될사용될사용될사용될 

예정이다예정이다예정이다예정이다 

 

뉴욕주의뉴욕주의뉴욕주의뉴욕주의 14개개개개 현지현지현지현지 법집행기관에법집행기관에법집행기관에법집행기관에 배정되어배정되어배정되어배정되어 폭발물폭발물폭발물폭발물 탐지견팀을탐지견팀을탐지견팀을탐지견팀을 구성구성구성구성 또는또는또는또는 유지를유지를유지를유지를 위해위해위해위해 

50만만만만 달러가달러가달러가달러가 배정되다배정되다배정되다배정되다 

 

Andrew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의 12개 현지 및 FBI-승인 폭발물 처리반에게 

이들의 활동을 지속하고 강화할 수 있도록 연방 국토안보 지원금 200만 달러를 

제공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로써, 뉴욕주가 현지 폭발물 처리반에게 연방 국토안보 

전용 자금을 제공한지 연속 10년이 되었고, 이런 지원이 생긴 후 총 금액은 1500만 

달러가 넘었습니다. 

 

“모든 뉴욕주민들의 안전과 보안은 우리의 최 우선사항입니다. 현지 법집행기관들은 이 

지원금으로 앞으로 발생할 일에 대비해 준비하고 장비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라고라고라고라고 

Cuomo 주지사가주지사가주지사가주지사가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이 담당관들은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분들입니다. 이 

지원금은 대단히 위험한 상황에 부딪힐 때 필요한 것을 가질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국토안보긴급서비스국토안보긴급서비스국토안보긴급서비스국토안보긴급서비스 부서의부서의부서의부서의 John Melville 장관은장관은장관은장관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이 지원금은 현지 

법집행기관이 준비능력과 대응능력을 강화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뉴욕주의 인증 

받은 폭발물 처리반에게 폭발장비를 제대로 탐지, 확인 및 안전하게 처분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 지원금의 조건으로, 폭발물 처리반은 자신들의 능력 장점과 차이를 파악하고 이러한 

지원금의 지역적 사용 계획안을 개발하는데 지역적으로(FBI 지역 기분) 함께 활동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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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각 지역의 폭발물 처리반은 이러한 지원금이 가급적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각 사용 계획안에 대해 합의에 이르러야 합니다. FBI 지역의 

지원금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역 폭발물 처리반 
2015 회계연도 지원금 

할당분 

2015 회계연도 

할당분 

다운스테이트 뉴욕 

지역 

Nassau 카운티 218,180달러  

1,300,000달러  

뉴욕시  463,360달러  

Rockland 카운티 109,000달러  

Suffolk 카운티 219,176달러  

Westchester 

카운티 
290,284달러  

총계 1,300,000달러  

뉴욕주 중부 지역 

Endicott 빌리지 103,304달러  

285,000달러  

Onondaga 

카운티 
86,696달러  

Syracuse 시 95,000달러  

총계 285,000달러  

뉴욕주 서부 지역 

Chautauqua 

카운티 
103,750달러  

415,000달러  
Erie 카운티 103,750달러  

Monroe 카운티 103,750달러  

Rochester 시 103,750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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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415,000달러  

총계 2,000,000달러  2,000,000달러  

 

 

뉴욕주는 또한 폭발물 탐지견 팀을 만들거나 유지하기 위해 50만 달러를 뉴욕주의 14개 

현지 법집행기관에게  할당합니다. 이로써, 뉴욕주가 현지 폭발물 처리반에게 연방 

국토안보 전용 자금을 제공한지 연속 10년이 되었고, 이런 지원이 생긴 후 이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300만여 달러가 할당되었습니다. 

 

폭발물 탐지견 팀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와 중요한 인프라 지역과 같이 위험 

발생율이 큰 지역에 눈에 띄는 사전 억제 요소를 제공합니다. 현지 법집행기관은 

경쟁적으로 이 지원금을 받아야 했으며, 새로운 팀을 구성하거나 기존 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관할지역에 따른 지원금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Grantee 지역 파트너십 지원금액 

제1지역: 팀 구성 

Orange 카운티 60,000달러 

뉴욕시(NYPD) 60,000달러 

Monroe 카운티 60,000달러 

Utica 시 57,000달러 

Albany 카운티 60,000달러 

Troy 시 59,950달러 

제2지역: 팀 유지/강화 

Madison 카운티 Cortland 및 Chenango 카운티 20,000달러 

뉴욕시(NYPD) 20,000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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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roe 카운티 20,000달러 

Rochester 시 19,700달러 

Chautauqua 

카운티 Cattaraugus 카운티  20,000달러 

Suffolk 카운티 19,711달러 

Troy 시 18,600달러 

Town of Saugerties PD 

* Ulster 및 Green 카운티; Kingston 시 5,039달러 

 

*부분 지원금 

 

뉴욕주의 폭발물 처리반 커뮤니티를 좀 더 전향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국토안보긴급서비스부는 연례 “폭발물 처리반 심포지엄”을 열어 현지, 주, 연방, 국제 

폭발물 전문가들을 한 자리에 모아 정보, 경험지식, 최우수 사례 등을 나누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뉴욕 Oriskany의 State Preparedness Training Center에서 “Excelsior 

Challenge”를  최근 발표하였습니다. NCSP(National Center for Security and 

Preparedness)와 공동으로 개발한 “Excelsior Challenge”는 폭발물 처리반, 탐지견 팀, 

전술팀 간에 공조와 통합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Charles E. Schumer 상원의원은상원의원은상원의원은상원의원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예상 테러리스트들로부터 뉴욕을 

지키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는 강력하고 스마트하게 대응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이 연방 

국토안보부의 폭발물 처리반과 탐지견 팀에 대한 투자는 이 현지 경찰대에게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데 필요한 장비와 교육을 제공할 것입니다. 현지 법집행기관에서 

활동하는 용감한 사람들과 탐지견 팀이 중요한 임무를 계속 수행해나가는 데 필요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언제나 저의 최우선순위였습니다.”  

 

Charles B. Rangel 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지원금을 우리 현지 

FBI 폭발물 처리반에 제공해주신 Cuomo 주지사께 감사 드립니다. 이 추가 지원금은 

우리의 응급대처팀이 긴급 상황 발생 시 우리 현지 주민들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교육 및 장비를 마련해줄 것입니다y.” 

 

Eliot Engel 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우리는 뉴욕주민들로서 국토안보 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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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자원과 지원금을 받는 것이 현지 법집행기관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라고 Eliot Engel 하원의원이 말했습니다. “현지 폭발물 처리반원들은 

탐지견 파트너와 함께 가장 용감한 공무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긴급 출동을 

할 때마다 자신들의 위험을 무릅쓰고 임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영웅심은 우리의 

인정과 정부의 지원을 받기에 모자람이 없습니다. 이 연방 지원금이 다시 한 번 뉴욕주에 

배정된 것에 기쁘게 생각하며,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이고 꾸준한 노력을 

보여주신 Cuomo 주지사께 감사 드립니다.”  

 

Nita M. Lowey 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긴급대응팀을 위한 철저한 교육은 특히 

뉴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재앙적인 사건을 대비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Westchester와 Rockland가 폭발물 처리반의 생명을 구하는 업무 능력 강화를 위해 거의 

40만 달러에 달하는 연방 지원금을 받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의 

긴급구조원들이 우리 커뮤니티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원세출위원회 간사로 계속 활동할 것입니다.” 

 

José E. Serrano 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9월 11일 사건이 지난 지 14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뉴욕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일은 언제나처럼 중요합니다. 이 

중요한 연방 지원금은 뉴욕시의 보안 및 잠재적인 테러리스트 공격이나 기타 안보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 중요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여주시는 Cuomo 주지사께 감사 드립니다”라고 Serrano 

하원의원이 말했습니다. 

 

Peter King 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뉴욕주는 국제 테러의 최상위 표적으로서 

뉴욕주의 보안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지원금은 우리의 방어와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Carolyn B. Maloney 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뉴욕은 어떤 위협에도 맞설 수 

있는 대응 태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 폭발물 처리반과 탐지견 팀에 대한 이 연방 

투자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지원금은 우리의 사람과 탐지견으로 구성된 긴급 

구조원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도록 하여 뉴욕주민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뉴욕이 미국 최고의 긴급 구조원을 둘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보여주신 Cuomo 

주지사께 감사 드리며, 이러한 노력을 도울 수 있도록 연방 지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Gregory W. Meeks 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롱아일랜드와 뉴욕시 및 뉴욕주의 

대민 안전과 안보를 최우선 사항으로 삼으신 Cuomo 주지사께 감사 드립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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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으로 우리 법집행기관들은 폭발물 장치를 탐지하고 해체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거리와 커뮤니티를 테러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Cuomo 

주지사를 지지합니다.” 

 

Joe Crowley 공화당원은공화당원은공화당원은공화당원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이러한 연방 투자가 뉴욕의 지속적인 

긴급상황 대응 활동에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은 의심할 나위가 없습니다. 우리의 제1 

우선순위는 모든 뉴욕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현지 법집행기관이 우리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을 마련하는 데 

Cuomo 주지사가 큰 역할을 해주신 것에 감사 드립니다.” 

 

Steve Israel 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우리 국가가 테러 공격에 빈틈 없는 경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 때에 우리 폭발물 처리반과 탐지견 팀이 생명을 구하는 장비를 

구입하고 관련 인원을 교육하는 자금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연방 

지원금은 Nassau와 Suffolk 카운티의 긴급 구조원들이 우리 커뮤니티와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하원국토안보위원회하원국토안보위원회하원국토안보위원회하원국토안보위원회 소속소속소속소속 위원인위원인위원인위원인 Brian Higgins 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긴급 

구조원들은 커뮤니티를 보호할 때 발생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좀처럼 그 공로를 인정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날 때를 대비해 준비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토안보부에서 제공하는 이 연방 지원금은 뉴욕의 용감한 긴급 구조원들이 위험 요인을 

탐지하고 뉴욕주민의 안전을 기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교육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Paul Tonko 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뉴욕주의 폭발물 탐지견 팀은 모든 

뉴욕주민들의 안전과 안보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지원금은 이 팀들이 우리 

커뮤니티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 필요한 지원금과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Capital Region에 이 지원금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해주신 Cuomo 주지사께 

감사 드리며, 그의 팀과 함께 이러한 요구가 계속 충족될 수 있도록 협력해나가기를 

기대합니다.” 

 

Richard Hanna 미공화당원은미공화당원은미공화당원은미공화당원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이 지원금은 Village of Endicott, City 

of Utica, Madison, Chenango, Cortland 카운티 내 현지 커뮤니티의 긴급 구조원들이 

긴급 상황 발생 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뉴욕주는 긴급 

대응 활동에서 앞으로도 계속 미국을 이끌어나갈 것임, 우리 긴급 구조원들이 최첨단 

교육과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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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n Patrick Maloney 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Westchester에 대한 이번 

투자는 위험을 무릅쓰고 대민 안전을 위해 활동하는 용감한 구조원들을 위하고 업무에 

필요한 도구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 지원금은 최상의 방법으로우리 커뮤니티를 보호하고 

봉사하는 중요한 방법이며, Hudson Valley에서 생활하는 가정들에게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줄 것입니다." 

 

Grace Meng 미공화당원은미공화당원은미공화당원은미공화당원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우리 주에서 폭발물 처리반과 탐지견 

팀이 지원금을 받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중요한 지원금은 작전, 훈련 및 기타 

비용에 큰 도움을 줄 것이며, 이 돈은 법집행기관들이 대민 안전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Cuomo 주지사와 국토안보긴급서비스부가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Kathleen Rice 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뉴욕주민들은 매일 테러라는 매우 

현실적인 위협에서 생활합니다. 때문에 법집행기관에게 테러 공격에 대비하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도구와 첨단 교육으로 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방정부가 우리 구와 

뉴욕주의 안보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기쁩니다. 저는 우리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준비를 완벽히 해나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Lee Zeldin 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미국에서의 테러 위협과 외톨이들의 공격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경계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지원금은 뉴욕의 폭발물 처리반과 탐지견 팀이 대민 안전에 필요한 자원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원에서의 제 최우선사항 중의 하나는 

국내외에서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 Cuomo 주지사와 

파트너가 되어 협력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Dan Donovan 하원의하원의하원의하원의원은원은원은원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저는 지난 주 New York Post에서 지금은 

테러에 대비해 절대 경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될 때라고 기고한 바 있습니다. 뉴욕시는 

테러의 최우선 타겟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테러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투자를 

지속해나가야 합니다. 이 중요한 지원금을 제공해주신 Johnson 국토안보부장관과 

Cuomo 주지사에게 감사 드립니다." 

 

SPTC는 또한 지난 6월에 있었던 2015년 Raven’s Challenge에서 전 미국에서 열리는 네 

개 개최지역 중 하나였습니다. SPTC는 공공 안전 폭발물 처리반과 MEO(Military 

Explosive Ordnance) 처리반 간의 공조를 높이 목적으로 마련된 훈련이었습니다.  

 

국토안보국토안보국토안보국토안보 및및및및 긴급서비스부긴급서비스부긴급서비스부긴급서비스부 소개소개소개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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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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가 필요한 경우 Facebook 페이지를 방문하거나, 

공식 트위터를 팔로우 하거나@NYSDHSES on Twitter, dhses.ny.gov을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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