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배포용: 2020년 7월 2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지역 코로나19 계획 및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연방 기금 430만 달러
발표

코로나19 계획 및 운영 준비 지원을 위해 카운티 비상 관리 기관 및 뉴욕시에 기금 지원
가능
인구 기반 공식으로 도출하여 기금 배정
신청은 2020년 7월 16일에 마감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코로나19 계획 및 운영 준비 상태를 지원하기 위해
카운티 비상 관리 기관과 뉴욕시에 연방 자금 430만 달러를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이
보조금 기회는 지속되는 코로나19 팬데믹과 싸우는 뉴욕과 같은 카운티 및 세계의
나머지 지역에 추가적인 수준의 직접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자격을 갖춘 수혜자는 이
기금을 활용하여 팬데믹 중 이미 부담된 다양한 비상 관리 관련 비용뿐만 아니라 현지
예방 및 운영 노력과 관련된 비용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뉴욕은 이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주 및 지방정부에 대한
감염의 재정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감염 수준을 제어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은
지방정부에 필요한 구제를 제공하는 첫 번째 단계이지만, 아직 상황은 끝나지 않았으며
저는 팬데믹 첫날부터 최전선에 선 분들께 연방 정부가 진정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계속 싸울 것입니다."
미국연방 재난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FEMA) 비상관리활동 보조금
(Emergency Management Performance Grant) 프로그램의 일환인 이 코로나19 지원은
코로나19 관련 계획, 교육, 이동, 상담가 또는 계약자의 지원, 장비 구매, 시설 건설 및
유지 보수와 관련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수혜자에게 자금을 제공합니다. 기금 배정은
인구 기반 공식으로 도출하며 각 수혜자의 비용과 1:1로 일치해야 합니다.
적격한 각 관할 구역이 이용할 수 있는 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할 구역
New York City

가용 자금
$1,787,193

Albany County
Allegany County
Broome County
Cattaraugus County
Cayuga County
Chautauqua County
Chemung County
Chenango County
Clinton County
Columbia County
Cortland County
Delaware County
Dutchess County
Erie County
Essex County
Franklin County
Fulton County
Genesee County
Greene County
Hamilton County
Herkimer County
Jefferson County
Lewis County
Livingston County
Madison County
Monroe County
Montgomery County
Nassau County
Niagara County
Oneida County
Onondaga County
Ontario County
Orange County
Orleans County
Oswego County
Otsego County
Putnam County
Rensselaer County
Rockland County
St. Lawrence County
Saratoga County
Schenectady County

$66,503
$10,700
$43,854
$17,558
$17,495
$29,492
$19,419
$11,035
$17,954
$13,794
$10,786
$10,489
$65,035
$200,914
$10,000
$11,280
$12,140
$13,134
$10,760
$10,000
$14,105
$25,409
$10,000
$14,296
$16,055
$162,724
$10,979
$292,840
$47,323
$51,347
$102,098
$23,595
$81,502
$10,000
$26,695
$13,611
$21,798
$34,853
$68,139
$24,472
$48,009
$33,825

Schoharie County
Schuyler County
Seneca County
Steuben County
Suffolk County
Sullivan County
Tioga County
Tompkins County
Ulster County
Warren County
Washington County
Wayne County
Westchester County
Wyoming County
Yates County

$10,000
$10,000
$10,000
$21,641
$326,466
$16,953
$11,177
$22,203
$39,895
$14,364
$13,820
$20,500
$207,489
$10,000
$10,000

뉴욕 국토안보 및 비상 서비스 사무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 DHSES)은 미국연방 재난관리청을 대신하여 이 자금을 관리합니다. 국토안보
및 비상 서비스 사무국은 각 관할 구역의 비상 관리 사무소와 직접 연락하여 모든 안내
및 신청서를 준비할 뿐만 아니라 신청 절차를 지원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정보를
제공합니다.
뉴욕주 국토안보 및 비상 서비스 사무국 커미셔너 Patrick A. Murphy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전반에 걸쳐 주 전역의 긴급상황 대처자와 비상 관리
전문가들은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여러
전선에서 상황이 개선됨에도 불구하고 공중보건 위협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함께
이를 경계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금은 현지 파트너의 지속적인 운영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한 계획과 교육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노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부적격 비용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
•
•

코로나19 계획, 예방 또는 대응과 관련이 없는 모든 것
이 비상관리활동 보조금 코로나19 지원의 완료 및 구현과 관련이 없는
활동 및 프로젝트
기존의 공공 안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의 선서(sworn) 공공 안전
책임자 고용을 지원하는 비용
미국연방 재난관리청 공적부조 프로그램(Public Assistance Program)
또는 기타 연방 프로그램의 자금 지원으로 이미 지불된 비용

본 교부금의 실행 기간은 2020년 1월 27일부터 2021년 7월 31일까지입니다. 신청자는
이메일 Grant.Info@dhses.ny.gov로 2020년 7월 16일 오후 5:00까지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에 신청 워크시트를 보내 기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 소개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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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