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8년 10월 11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뉴욕주 응급 통신 시설 개선에 4,500만 달러의 주정부 보조금 지원 발표  

  

응급 통신망 향상을 통해 응급 대응을 개선하기 위한 주정부 보조금  

  

최근 1,000만 달러 주정부 보조금 지급에 이은 응급 서비스 출동 지원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57개 카운티와 뉴욕시의 응급 통신 개선을 위해 

4,500만 달러 규모의 주정부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보조금으로 지방 

정부는 응급 대응 역량을 확대하여 공공 안전 활동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2018년도 

뉴욕주 상호운영 통신 보조금(Statewide Interoperable Communications Grant) 

프로그램은 카운티, 주 및 연방 기관 사이 조율뿐만 아니라 주 전역의 주요 응급 통신 

개선에 역점을 둔 9개 지역 통신 컨소시엄(Regional Communications Consortiums)을 

지원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일분 일초가 중요하고 긴급상황 

대처자가 적시에 뉴욕 주민들을 돕기 위해 신속히 정보를 수신할 수 있는 장비와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보조금은 우리 모두를 위해 더 강력하고 안전한 

뉴욕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응급 통신은 뉴욕 주민의 안전과 복지를 

지키기 위해 중요합니다. 카운티 출동 활동을 위해 제공되는 주정부 보조금과 함께,이 

보조금은 주 전역의 카운티 통신망을 강화함으로써 응급 대응을 더욱 개선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자체들이 응급 통신을 개선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주 상호운영 통신 보조금 (State Interoperable Communications G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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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rvices, DHSES)에서 관리하는 뉴욕주 상호운영 통신 보조금 (State Interoperable 

Communications Grant) 이 2010년부터 57개 카운티와 뉴욕시를 대상으로 7회차분 



 

 

4억 5000만 달러 이상이 지원되었습니다. 주 전역 상호운영 통신 보조금 (Statewide 

Interoperable Communications Grant)은 공식에 기초하여 휴대전화 추가 요금 수익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카운티에서 계속하여 초기 대응팀들이 지방 정부 간 및 

주 내 다른 지역 사이에서 지역 모바일 라디오 시스템을 이용한 통신 시설에 중요한 

개선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모든 카운티와 뉴욕시는 공공시설, 장비 및 기술 업데이트와 관련된 프로젝트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신청 자격을 갖춘 카운티는 타워와 안테나 설치 지점에 대한 

새 장비 설치를 통한 무선 전파 범위 확장, 차세대 911 기술 이행 및 공공안전 

전파시스템의 표준 통신 채널 설정, 응급서비스 통합 파견 센터, 공공안전 배치 센터 

운영에 대한 지원, 카운티가 시스템들을 서로 연결하게 하는 새 기술 배정 등 다양한 

기능에 이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이 보조금은 지역 간의 효율적인 통신, 

협력 및 전체적인 초기대응 준비를 촉진하는 교육과 체험을 지원합니다.  

  

2018년 회계 연도 뉴욕주 상호운영 통신 보조금 (State Interoperable Communications 

Grant) 지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카운티  지원액수    카운티  지원액수  

Albany  $1,276,449    Niagara  $669,712  

Allegany  $889,690    Oneida  $857,631  

Broome  $678,019    Onondaga  $1,274,666  

Cattaraugus  $674,160    Ontario  $621,204  

Cayuga  $806,629    Orange  $802,256  

Chautauqua  $639,301    Orleans  $403,172  

Chemung  $541,201    Oswego  $844,821  

Chenango  $534,819    Otsego  $796,814  

Clinton  $646,188    Putnam  $460,753  

Columbia  $476,985    Rensselaer  $746,423  

Cortland  $964,140    Rockland  $825,122  

Delaware  $497,400    Saratoga  $812,919  

Dutchess  $616,793    Schenectady  $669,427  

Erie  $1,106,090    Schoharie  $455,260  

Essex  $782,665    Schuyler  $382,595  

Franklin  $681,121    Seneca  $411,692  

Fulton  $471,118    St. Lawrence  $811,132  

Genesee  $664,778    Steuben  $776,687  

Greene  $438,850    Suffolk  $1,007,048  

Hamilton  $544,803    Sullivan  $685,016  

Herkimer  $595,532    Tioga  $450,221  

http://www.dhses.ny.gov/oiec/grants/2017/2017-SICG-Formula-Grant.cfm
http://www.dhses.ny.gov/oiec/grants/2017/2017-SICG-Formula-Grant.cfm


 

 

Jefferson  $612,697    Tompkins  $680,422  

Lewis  $682,650    Ulster  $575,721  

Livingston  $667,855    Warren  $522,261  

Madison  $763,731    Washington  $771,550  

Monroe  $1,683,479    Wayne  $488,881  

Montgomery  $423,415    Westchester  $569,661  

Nassau  $1,009,797    Wyoming  $456,166  

New York City  $5,448,636    Yates  $351,776  

  

Cuomo 주지사는 오늘, 응급 대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뉴욕주 전 지역 지방 정부에 

보조금 1,000만 달러를 지원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18-2019년도 공공 안전 대응 

보조금은 57개 카운티의 지자체 및 뉴욕시가 911 대응 및 긴급 서비스 출동 활동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연례 공공 안전 응답 기지(PSAP) 보조금은 공공 안전 전화 

응답 및 출동 비용을 카운티에 지급하는 주정부 상환금에 사용됩니다.  

  

뉴욕주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 (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 의 커미셔너 Roger L. Parrino, Sr.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연례 보조금은 공공 안전 지역사회에 재정 지원을 제공할 뿐 아니라 신기술 채택을 위한 

지침 및 응급 대응 개선 모범 사례도 포함합니다.”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 소개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 (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은테러, 천재, 위협, 화재 및 기타 비상 상황 발생 시 이를 예방하고, 이로부터 

보호하고, 대비하고, 대응하고, 복구할 수 있는 활동을 위해 리더십, 공조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페이스북 방문, @NYSDHSES 트위터 팔로우 또는 

dhses.ny.gov를 방문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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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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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취소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10-million-grant-support-emergency-services-dispatching-0
http://www.dhses.ny.gov/
http://www.dhses.ny.gov/
https://www.facebook.com/NYSDHSES
https://twitter.com/NYSDHSES
http://www.dhses.ny.gov/
http://www.governor.ny.gov/
mailto:press.office@exec.ny.gov
https://it.cwnls.com/app/itpage.nsf/unsubscribe.xsp?action=unsubscribe&id=1100PRES2216348CF40C3F1285258323005621F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