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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4,500만 달러 규모의 주 전역 긴급 통신 보조금 발표  

  

주 자금 조달을 통한 긴급 통신 네트워크 향상 및 전반적인 긴급 대응 효과 향상  

  

긴급 서비스 파견 지원을 위한 1천만 달러의 공공 안전 대응 지점 보조금(Public Safety 

Answering Point Grants)에 추가된 대책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주 전역의 긴급 통신을 향상시키기 위해 57개 

카운티와 뉴욕시에 4,500만 달러를 제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기금으로 지방 정부는 

응급 대응 역량을 확대하여 전반적인 공공 안전 활동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2019년도 

뉴욕주 전역 상호 운용 가능한 통신 보조금(Statewide Interoperable Communications 

Grant) 프로그램은 카운티, 주 및 연방 기관 사이 조율뿐만 아니라 주 전역의 주요 긴급 

통신 개선에 중점을 둔 9개 지역 통신 컨소시엄(Regional Communications 

Consortiums)을 지원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긴급 통신 시스템은 모든 뉴욕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매우 중요하며, 우리는 위기 상황에서 정보를 빠르게 전송할 수 있는 최신 

기술을 항상 찾고 있습니다. 이 기금은 주 전역의 통신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방 자치 

단체가 긴급 시스템을 개선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주 전역 상호 운용 가능한 통신 보조금(State Interoperable Communications Grant)  

  

뉴욕주 국토 안보 및 비상 서비스 사무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 DHSES)에서 관리하는 뉴욕주 전역 상호 운용 가능한 통신 보조금(State 

Interoperable Communications Grant) 프로그램에서 2010년부터 57개 카운티와 

뉴욕시를 대상으로 5억 달러 이상을 지원했습니다. 공식을 기반으로 휴대 전화 할증료 

수익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주 전역 상호 운용 가능한 통신 보조금은 카운티에서 첫 번째 

응답자가 서로 통신하거나 토지 이동 라디오 시스템 등 뉴욕주의 다른 지역과 통신하는 

데 사용하는 시스템에 중요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모든 카운티와 뉴욕시는 공공시설, 장비 및 기술 업그레이드와 관련된 프로젝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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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점에 새 장비를 설치함으로써 라디오 범위를 확장하거나, 차세대 9-1-1 기술과 기준을 

이행하고, 공공 안전 라디오 시스템을 통해 통신 채널을 설정하며, 공공 안전 배치 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카운티가 시스템들을 서로 연결하게 하는 새 기술을 배치하는 등 

다양한 기능에 이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 보조금은 지역 간의 효율적인 통신, 협력 및 전체적인 초기 대응 준비를 

촉진하는 교육과 활동을 지원합니다.  

  

2019년 회계 연도 뉴욕주 전역 상호 운용 가능한 통신 보조금 지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카운티  지원 액수  카운티  지원 액수  

올버니  $1,255,608  나이아가라  $680,557  

앨러게니  $775,128  오네이다  $839,306  

브룸  $685,422  오논다가  $1,250,967  

카타라우구스  $699,910  온타리오  $608,404  

카유가  $755,380  오렌지  $822,055  

셔터쿼  $636,624  올리언스  $458,672  

셔멍  $515,695  오스위고  $839,572  

셔냉고  $544,575  옷세고  $679,156  

클린턴  $682,931  퍼트남  $590,058  

컬럼비아  $456,578  렌셀러  $749,475  

코틀랜드  $919,969  록랜드  $862,601  

델라웨어  $460,776  사라토가  $764,347  

더치스  $564,024  스키넥터디  $647,319  

이리  $1,157,456  쇼하리  $472,519  

에섹스  $869,562  스카일러  $422,876  

프랭클린  $709,240  세네카  $410,827  

풀턴  $491,882  세인트 로렌스  $848,652  

제네시  $698,572  스튜벤  $796,257  

그린  $456,798  서퍽  $969,888  

해밀턴  $540,451  설리번  $649,285  

허키머  $678,591  티오가  $385,432  

제퍼슨  $766,944  톰킨스  $656,292  

루이스  $720,830  얼스터  $563,271  

리빙스턴  $652,651  워런  $493,456  



 

 

매디슨  $755,104  워싱턴  $729,068  

먼로  $1,638,587  웨인  $491,033  

몽고메리  $383,222  웨스트체스터  $680,308  

나소  $988,685  와이오밍  $443,485  

뉴욕시  $5,405,242  예이츠  $328,425  

  

  

뉴욕주 국토 안보 및 비상 서비스 Patrick A.Murphy 커미셔너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명확하고 개방적인 통신 회선을 구축하는 것은 비상 대응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며,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인프라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 기금을 

통해 지역에서는 긴급 통신 시스템을 개선하고 현대화하는 데 필요한 리소스에 접근할 

수 있으며 재해가 발생할 경우 최대한 빨리 뉴욕 주민들에게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발표는 지역의 긴급 통신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주 정부의 활동을 토대로 합니다. 

Cuomo 주지사는 9월, 긴급 대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뉴욕주 전역 지방 정부에 보조금 1,000만 

달러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2019~2020년도 공공 안전 대응 지점 보조금(Public Safety 

Answering Point Grant)은 57개 카운티의 지자체 및 뉴욕시가 9-1-1 대응 및 긴급 서비스 

출동 활동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연례 공공 안전 대응 지점 보조금은 공공 안전 

전화 대응 및 출동 비용을 카운티에 지급하는 주정부 상환금에 사용됩니다.  

  

국토 안보 및 비상 서비스 사무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 소개  

  

국토 안보 및 비상 서비스 사무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은 테러, 천재지변, 위협, 화재 및 기타 비상 상황 발생 시 이를 예방, 보호, 대비, 

대응, 복구할 수 있는 활동을 위해 리더십, 공조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NYSDHSES로 트위터를 팔로우 또는 

dhses.ny.gov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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