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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뉴욕주의 긴급 상황 대응팀이 국토안보 보조금(HOMELAND 

SECURITY GRANTS) 650만 달러를 확보한다고 발표 

 

긴급 상황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고 주요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해 장비 및 훈련을 

지원하는 보조금 

 

폭발물 탐지견팀, 위험 물질(Hazardous Materials, HazMat)팀, 전술 및 전문 구조팀 

등이 수령하는 기금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네 가지 유형의 긴급 상황 대응팀이 연방 정부의 

2017 회계연도 주정부 국토 안보 프로그램(Federal FY 2017 State Homeland Security 

Program) 보조금을 수령할 것이며, 14 곳의 시정부 또는 카운티 정부들이 함께 중요한 

긴급 상황 대응팀의 역량을 강화하고 관할 지역의 주요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한 기금을 

수령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보조금으로 조성된 650만 달러는 뉴욕의 폭발물 

탐지견팀, 위험 물질팀, 전술팀, 전문 구조 및 도시 수색팀 등을 지원하고 더불어 주요 

인프라 보호 조치를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공 안전이 우리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이 

기금은 시 정부 및 카운티 정부들이 지원이 필요할 때 뉴욕 주민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도구와 자원을 긴급상황 대처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에서 가장 잘 훈련되고 최고의 장비를 갖춘 긴급상황 대처자들을 확보한다는 

우리의 목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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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rvices, DHSES)은 각 프로그램을 만든 이후 4 개의 각기 다른 유형의 전문팀에 약 

4,370만 달러를 배분한 이 특화된 보조금 프로그램을 관리합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보조금은 지역사회들이 긴급 상황 대비 

및 인프라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공공 안전은 우리 시와 



 

 

카운티들의 주민을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긴급상황 대처자들을 

지원하고 주민이 긴급 상황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의 Roger L. Parrino Sr.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연례 프로그램은 

뉴욕주 전 지역의 핵심 인프라 시설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뉴욕주의 긴급상황 

대처자들을 훈련시키고 제대로 된 장비를 갖추도록 중요한 기금을 제공합니다. 이 

기금은 긴급 상황시 조치를 취하기 위한 뉴욕주의 긴급상황 대처자들을 준비시키는 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요 인프라 보조금 프로그램(Critical Infrastructure Grant Program): 이 프로그램은 

위기관리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와 접근 방법을 강구하며, 특별 행사 지역 및 정부 소유의 

주요 인프라 지역에서 위기를 완화하고 보호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지역 긴급상황 

대처자들의 노력을 지원하는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수령 대상: 이 보조금 기회로 보조금을 수령한 14 건의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령기관 지역 지원금액 

City of Buffalo Western NY $50,000 

Onondaga County Central NY $50,000 

Monroe County Western NY $50,000 

City of Yonkers NYC/Metro $49,800 

Albany County Capital Region $50,000 

City of Rochester Western NY $49,028 

Dutchess County Mid-Hudson Valley $50,000 

City of White Plains NYC/Metro $50,000 

City of Albany Capital District $50,000 

Town of Hempstead Long Island $50,000 

Erie County Western NY $50,000 

Niagara County Western NY $48,000 

City of Oneida Central NY $50,000 

Town of Harrison NYC/Metro $27,219 

총 $674,047 

 

위험 물질 대상 보조금 포로그램(Hazardous Materials Targeted Grant Program): 이 

프로그램은 뉴욕 주민들이 테러 및 기타 비상사태에 대처하고 이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위험 물질팀(HazMat Team)의 역량을 유지 및 강화하기 위해 뉴욕시 밖의 18개 

지역 위험 물질팀(HazMat Team)에 자원을 제공합니다. 이들은 이 보조금을 통해 

필요한 장비를 확보 및 유지하고 위험 물질팀 인증 프로그램(HazMat Team 



 

 

Accreditation Program)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고 위험 물질 

대응 계획을 개발 및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수령 대상: 이 보조금 기회로 보조금을 수령한 18 건의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령기관 

(지역별 제휴기관) 
지역 지원금액 

Albany County (Rensselaer, Saratoga, Schenectady) Capital Region $150,000 

Broome County 

(Chenango, Delaware, Otsego) 
Southern Tier $108,000 

Cayuga County 

(Cortland, Tompkins) 
Southern Tier $72,000 

Chautauqua County 

(Allegany, Cattaraugus) 
Western NY $94,000 

Columbia County (Greene) Capital Region $46,000 

Erie County (Niagara) Western NY $172,000 

Genesee County (Livingston, Monroe, Orleans, 

Wyoming) 
Western NY $196,000 

Jefferson County (Lewis) North Country $52,000 

Nassau County Long Island $94,000 

Oneida County 

(Herkimer) 
Central NY $64,000 

Onondaga County 

(Madison, Oswego) 
Central NY $110,000 

Rockland County 

(Orange, Sullivan, Ulster) 

Mid-Hudson 

Valley 
$142,000 

Schoharie County 

(Fulton, Montgomery) 
Capital Region $68,000 

Schuyler County 

(Chemung, Steuben, Tioga) 
Western NY $106,000 

Seneca County 

(Ontario, Wayne, Yates) 
Western NY $110,000 

Suffolk County Long Island $102,000 

Essex County (Clinton, Franklin, Hamilton. St. 

Lawrence, Warren, Washington) 
North Country $182,000 

Westchester County 

(Dutchess, Putnam) 
NYC/Metro $132,000 

총 $2,000,000 

 



 

 

폭발물 탐지견팀 보조금 프로그램(Explosive Detection Canine Team Grant 

Program): 이 프로그램을 통한 보조금은 지역 법 집행기관에 폭발물 탐지견의 능력을 

발달 및 향상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도로 순찰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폭발물 

탐지견팀은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 교통 센터 및 중요 인프라 지역에 뚜렷한 사전 

예방 경찰력을 주둔시킵니다. 이외에도 이들은 잠재적인 폭발물 유형의 사고를 탐지 및 

파악하기 위한 모바일 대응 능력을 제공합니다. 

 

수령 대상: 이 보조금 기회로 보조금을 수령한 18 건의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새로운 팀 프로젝트 11 건, 기존의 프로젝트 7 건) 

 

수령기관 지역 지원금액 

Albany County Capital Region $42,000 

City of Binghamton Southern Tier $50,000 

Chautauqua County Western NY $15,000 

Madison County Central NY $14,990 

Monroe County Western NY $50,000 

City of New Rochelle NYC/Metro $50,000 

City of Newburgh Mid-Hudson Valley $50,000 

Town of Newburgh Mid-Hudson Valley $50,000 

NYPD NYC/Metro $15,000 

Onondaga County Central NY $15,000 

Orange County Mid-Hudson Valley $8,000 

City of Peekskill NYC/Metro $50,000 

Town of Saugerties Mid-Hudson Valley $15,000 

City of Schenectady Capital Region $50,000 

Suffolk County Long Island $15,000 

City of White Plains NYC/Metro $50,000 

Town of Woodbury Mid-Hudson Valley $50,000 

City of Yonkers NYC/Metro $50,000 

총 $639,990 

 

전술팀 대상 보조금 프로그램(Tactical Team Targeted Grant Program): 이 보조금은 

뉴욕주의 전술팀을 지원하고, 총기 사건 및 기타 보복 테러 임무를 포함한 위험성이 큰 

사건에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기술과 능력을 전술팀에 

제공합니다. 기금은 전술팀이 엄격한 기준을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장비 지원, 계획, 

훈련 비용 등을 포함하여 전술팀을 위한 뉴욕주의 인가를 받아서 유지하는 것을 반드시 

지원해야 합니다. 

 

수령 대상: 이 보조금 기회로 보조금을 수령한 22 건의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령기관 지역 지원금액 

City of White Plains NYC/Metro $100,000 

Town of Colonie Capital Region $100,000 

City of Rochester Western NY $100,000 

City of Ithaca 

(Tompkins County Sheriff's Office) 
Central NY $100,000 

City of New Rochelle NYC/Metro $100,000 

Onondaga County Central NY $100,000 

Erie County Western NY $100,000 

City of Syracuse (Utica SWAT) Central NY $100,000 

City of Albany Capital Region $100,000 

City of Utica (Town of New Hartford Police 

Department) 
Central NY $100,000 

City of Poughkeepsie 
Mid-Hudson 

Valley 
$99,800 

City of North Tonawanda 

(City of Tonawanda) 
Western NY $100,000 

Town of Amherst Western NY $100,000 

City of Yonkers NYC/Metro $99,998 

City of Binghamton (Johnson City Police Department 

and Vestal Police Department) 
Central NY $99,995 

City of Kingston 

(Town of Ulster Police) 

Mid-Hudson 

Valley 
$100,000.00 

Nassau County Long Island $92,000.00 

Monroe County Western NY $100,000 

Madison County 

(Chenango County) 
Central NY $99,839 

City of Niagara Falls Western NY $99,400 

Orange County 
Mid-Hudson 

Valley 
$100,000 

NYPD NYC/Metro $100,000 

총 $2,191,032 
    

전문 구조 및 도시 수색 및 구조 보조금 프로그램(Technical Rescue and Urban Search 

and Rescue Grant Program): 이 프로그램은 뉴욕 주민들이 테러 행위 및 기타 

비상사태에 대응하고 이로부터 회복하도록 돕는 건물 붕괴 구조, 도랑 구조, 밀폐 공간 

구조, 밧줄 구조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지역 긴급상황 대처자들을 위해 전문 구조 및 



 

 

도시 수색 구조팀(Technical Rescue and Urban Search and Rescue teams)의 개선에 

중점을 둡니다. 

 

수령 대상: 이 보조금 기회로 보조금을 수령한 8 건의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령기관 지역 지원금액 

Erie County Western NY $150,000 

City of Glens Falls Capital Region $49,500 

Hartsdale Fire District NYC/Metro $149,882 

Monroe County Western NY $149,582 

Nassau County Long Island $150,000 

FDNY NYC/Metro $49,995 

Orange County Mid-Hudson Valley $147,960 

Oswego County Central NY $149,437 

총 $996,356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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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상세한 정보는 사무국의 

페이스북을(Facebook)을 방문하시거나 트위터(Twitter)를 @NYSDHSES로 

팔로우하시거나 인스타그램(Instagram)을 팔로우 하시거나 dhses.ny.gov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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