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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지역별 폭발물 처리반 보조금 200만 달러 발표  

  

미국 연방 수사국(FBI) 공인 분대에 중요한 고급 교육 및 장비를 제공하는 자금 조달  

  

사제폭발물(Improvised Explosive Devices, IED)로 인한 비상사태를 찾고 예방할 수 

있는 지역별 폭발물 처리반 기능 향상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가 사제폭발물의 위협을 퇴치하기 위해 연방 

국토 안보 보조금 프로그램(Homeland Security Grant Program) 기금으로 2백만 달러를 

확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기금은 주의 12개 지역별 미국 연방 수사국(FBI) 공인 

폭발물 처리반을 장비하고 훈련시켜 사제폭발물(IED)로 인한 잠재적 비상 사태를 찾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3년에 걸쳐 뉴욕 폭발물 처리반에 2,100만 달러 

이상의 국토 안보 보조금이 수여되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의 지역 폭발물 처리반을 구성하는 용감한 

요원들은 자신의 안전을 살피지 않고 모든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훈련합니다. 이 교부금은 지역 폭발물 처리반들이 지역사회에 지속적으로 봉사하는 데 

필요한 자금과 자원을 확보하여 모든 사람을 위해 더 안전한 뉴욕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장비 개선 및 고급 교육 외에도 지역 폭발물 처리반은 전술 및 폭발 탐지견을 동반한 팀과 

같은 특수팀 및 지역 파트너와 같은 법 집행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개선하기 위해 

보조금을 사용할 것입니다. 모든 지역 폭발물 처리반은 미국 연방 수사국(FBI) 지역을 

기반으로 한 해당 지역의 다른 처리반과 협력하여 역량을 검토하고 격차를 식별하며 

폭발물 처리반을 위한 지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각 지역의 처리반들은 미국 연방 

수사국(FBI) 특수 요원 폭탄 기술자(Special Agent Bomb Technician)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각각의 지출 계획에 대해 합의하고 자금이 가능한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보조금을 받는 폭발물 처리반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령자  보조금 금액  

뉴욕시  468,360달러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318,180달러  

서퍽 카운티  218,180달러  

나소 카운티  234,180달러  

록랜드 카운티  61,100달러  

이리 카운티  95,000달러  

셔터쿼 카운티  100,000달러  

로체스터 시  100,000달러  

먼로 카운티  105,000달러  

시러큐스 시  100,000달러  

오논다가 카운티  100,000달러  

엔디콧 빌리지  100,000달러  

총액  2,000,000달러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 DHSES) 커미셔너 Patrick Murphy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전역의 

폭발물 처리반에 봉사하는 재능있는 요원들은 지역 사회의 안전과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목숨을 바쳐 왔습니다. 이러한 기금은 새로운 위협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법 집행 기관이 직면한 가장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게 해줍니다."  

  

Nita Lowey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12개 지역의 미국 연방 수사국(FBI) 

공인 폭발물 처리반에 투자하고 법 집행 기관과의 원활한 협력을 보장하는 것은 뉴욕과 

세계 각국의 방문객을 끌어들이는 독특한 문화, 경험, 명소를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원 세출위원회(House Appropriations Committee) 

위원장으로서 2019년도 회계연도에 12억 달러 이상을 확보하여 뉴욕과 전국의 다른 주 

및 지방 정부가 테러 위협과 재해로부터 보호하도록 지원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José E. Serrano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응급구조대들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일합니다. 이들이 마땅히 필요로 하는 도구와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뉴욕의 응급구조대의 끊임없는 지원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우선시해 주신 Cuomo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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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하며, 대비하고, 대응하며, 이런 상황 발생 시 복구할 수 있는 활동을 위해 

리더십, 공조,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https://www.facebook.com/NYSDHSES/


 

 

사무국(DHSES) 페이스북 페이지를 방문하고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에서 @NYSDHSES를 

팔로우하거나 dhses.ny.gov를 방문하십시오. 재정 지원 기회에 대한 더욱 상세한 정보를 

얻으시려면 여기의 사무국 보조금 페이지를 방문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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