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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4,500만 달러 규모의 긴급 통신시설 보조금 발표 

 

주 정부 보조금은 카운티의 긴급 대응 시스템 강화와 차세대 911 기술 이행을 지원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카운티의 긴급 대응 통신 시스템 개선과 기술 

업그레이드에 4,500만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정부 보조금은 

지방 정부가 협력을 강화하고 초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신 기능 확장, 중요한 

데이터 교환 및 정보 간소화를 통하여 그들의 시스템을 강화할 수 있게 합니다.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일분 일초가 중요합니다” 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이 

보조금들은 카운티가 차세대 기술에 진입하고 재해와 기타 커뮤니티를 위협하는 상황에 

대한 그들의 연락, 통신 및 대응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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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 커미셔너 John P. Melville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해와 응급 상황은 넓은 지역에 자주 발생하며 많은 카운티에 영향을 끼칩니다. 

지방정부와 초기 대응기관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통신하여 우리 커뮤니티의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이 보조금은 카운티에서 가장 최신 기술로 무장하여 지역의 끊임없는 

교신을 통하여 여러 기관, 분야 및 지방정부 사이의 대중 안전에 관한 소통을 향상하는 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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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주 국토 안전 비상서비스부에서 관리합니다.  

 

이 지원금은 주 상호 통신 보조금(State Interoperable Communications Grant)을 통하여 

제공됩니다. 보조금 신청 자격을 갖춘 지방자치단체는 이 보조금을 다양한 기능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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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이 포함됩니다. 이밖에 이 보조금은 지역 간의 

효율적인 통신, 협력 및 전체적인 초기대응 준비를 촉진하는 교육과 체험을 지원합니다. 

 

지난 5차례의 보조금 지원을 통하여 2억 7,500만 달러 이상의 자금이 10개의 지역 



협력관계 또는 컨소시엄을 형성하며 57개의 카운티와 뉴욕시에 지원되었습니다. 이것은 

2010년 보조금 프로그램을 시작한 이래 50% 이상의 참여가 늘어났음을 나타냅니다. 

 

보조금 신청서는 반드시 2016년 12월 8일 오후 5시까지 이메일을 통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메일 주소 Grant.Info@dhses.ny.gov를 통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 및 자주 묻는 질문은 http://www.dhses.ny.gov/oiec/grants/에 게시합니다. 해당 

웹사이트에서 최신정보를 자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DHSES 소개 

 

국토 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과 4개 사무실(대테러실, 응급관리실, 화재예방통제실과 협동작전 및 

긴급통신실)은 리더십, 조정 및 지원을 제공하고 테러 및 기타 인공과 자연재해, 위협, 

화재 및 기타 비상사태를 방지, 예방, 대응 및 복구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페이스북, 트위터: @NYSDHSES, 또는 웹사이트dhses.ny.gov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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