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8년 8월 20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긴급 서비스 출동을 지원하기 위한 1,000만 달러의 보조금 지원 발표  

 

카운티의 긴급 대응 활동, 서비스, 기술 업그레이드를 지원하는 기금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긴급 대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뉴욕주 전 지역 지방 

정부에 보조금 1,000만 달러를 지원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2018-2019년 보조금은 57 

개 카운티의 지자체 및 뉴욕시가 911 대응 및 긴급 서비스 출동 업무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기금은 공공 안전 응답 기지 운영 보조금(Public Safety Answering Points 

Operations Grant)을 통해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 DHSES)이 관리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긴급상황 대처자들이 매 초마다 상황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와 기술을 이용하게 만드는 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보조금으로 

카운티가 긴급 통신을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개선하며, 뉴욕 주민이 필요한 순간에 가장 

빠르고 안전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긴급 대응 서비스는 주민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합니다. 이 기금은 지자체들이 공공 안전을 향상시키고 전반적인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911 대응 및 출동 업무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우리는 

지자체들이 긴급 통신을 개선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공공 안전 응답 기지(Public Safety Answering Point, PSAP)로 알려진 대중 안전 시설은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받은 후 긴급 서비스팀을 출동시킵니다. 뉴욕주 전 지역의 

카운티들은 911 응답 및 출동 업무의 대부분을 운영하고, 지자체, 카운티, 주정부의 

긴급상황 대처자들 사이의 서비스를 조정합니다. 연례 공공 안전 응답 기지(PSAP) 

보조금은 공공 안전 전화 응답 및 출동 비용을 카운티에 지급하는 주정부 상환금에 

사용됩니다. 모든 카운티와 뉴욕시가 보조금을 신청할 자격이 있으며, 올해의 프로그램 

참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기금은 카운티 긴급 서비스 지원 활동가들의 일일 활동 비용을 메워주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전화 응답 및 긴급 출동 서비스 업그레이드를 이끌고, 문자 메시지, 데이터 

커뮤니케이션과 같은 새로운 서비스에 투자하면서 긴급 대응을 위한 위치 확인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0년에 이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후, 카운티들은 

911 문자 서비스인 텍스트-투-911(text-to-911)의 구현을 포함한 업그레이드 기금을 

신청했습니다. 오늘날 뉴욕주 모든 카운티의 48 퍼센트에 해당하는 카운티들이 911 문자 

서비스인 텍스트-투-911(text-to-911)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지난 해의 

40 퍼센트에서 상승한 수치입니다.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의 Roger L. Parrino, Sr.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기금은 

카운티들이 911 문자 서비스인 텍스트-투-911(text-to-911)과 같은 차세대 911 서비스 

구현을 포함하여 공공 안전 통신 프로그램에 기금을 계속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희 상호 연계 긴급 통신 사무국(Office of Interoperable Emergency 

Communications)은 미국 및 뉴욕주 표준에 부합하는 업그레이드를 구현하고 관련 

질문에 응답하는 방법에 관해 조언할 수 있는 카운티들과 계속 협력할 것입니다.”  

  

이 보조금은 경쟁하지 않는 해결책 위주의 보조금입니다. 지원금은 카운티의 운영활동 

범위, 인구 요소, 긴급 서비스 전화 메트릭을 반영한 통계를 바탕으로 참여 카운티들에 

배분됩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카운티는 긴급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주 및 국가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을 다짐합니다.  

  

프로그램에 사용할 수 있는 1,000만 달러의 보조금은 다음과 같이 배정됩니다.  

  

  

2018-19년 공공 안전 응답 기지 운영 보조금(2018-19 PSAP Operations Grant Awards)  

  

##  카운티  지원액수    ##  카운티  지원액수  

1  Albany  $217,355    30  Niagara  $171,295  

2  Allegany  $156,944    31  Oneida  $187,141  

3  Broome  $194,069    32  Onondaga  $191,407  

4  Cattaraugus  $191,310    33  Ontario  $196,826  

5  Cayuga  $167,647    34  Orange  $162,755  

6  Chautauqua  $174,353    35  Orleans  $137,772  

7  Chemung  $187,569    36  Oswego  $178,432  

8  Chenango  $179,215    37  Otsego  $157,615  

9  Clinton  $134,736    38  Putnam  $114,462  

10  Columbia  $154,217    39  Rensselaer  $164,784  

11  Cortland  $147,915    40  Rockland  $264,151  



 

 

12  Delaware  $168,096    41  Saratoga  $133,450  

13  Dutchess  $163,100    42  Schenectady  $192,939  

14  Erie  $209,229    43  Schoharie  $119,667  

15  Essex  $228,820    44  Schuyler  $177,321  

16  Franklin  $174,770    45  Seneca  $167,874  

17  Fulton  $220,197    46  St. Lawrence  $200,279  

18  Genesee  $204,071    47  Steuben  $187,541  

19  Greene  $175,930    48  Suffolk  $173,668  

20  Hamilton  $95,264    49  Sullivan  $162,123  

21  Herkimer  $179,146    50  Tioga  $128,678  

22  Jefferson  $203,999    51  Tompkins  $148,036  

23  Lewis  $168,685    52  Ulster  $141,457  

24  Livingston  $203,799    53  Warren  $169,025  

25  Madison  $160,880    54  Washington  $163,861  

26  Monroe  $224,980    55  Wayne  $163,422  

27  Montgomery  $147,857    56  Westchester  $166,828  

28  Nassau  $145,826    57  Wyoming  $140,071  

29  New York City  $189,628    58  Yates  $167,513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HSES) 소개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 은 테러 및 기타 인재, 천재, 위협, 화재, 기타 비상 상황 발생 시 이를 예방하고, 

이로부터 보호하고, 대비하고, 대응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 시 복구할 수 있는 활동을 

위해 리더십, 공조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DHSES 페이스북 

페이지를 방문하고 트위터, 인스타그램에서 @NYSDHSES를 팔로우하거나 

dhses.ny.gov를 방문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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