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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은자금은자금은자금은 또한또한또한또한 검색검색검색검색 및및및및 구조와구조와구조와구조와 전략적전략적전략적전략적 대응반을대응반을대응반을대응반을 지원합니다지원합니다지원합니다지원합니다 

Cuomo주지사는 오늘 중대한 인프라를 보호하고, 구조팀 능력을 강화하고 주 표준 방침에 

의거하여 전략적 대응반 능력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세가지 보조금 지원제도를 통하여 

미화4백만달러를 보상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자금은 전체 뉴욕에 지역 기반 비상 대응 인프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하여 장기적으로 

제공될 것입니다.”라고 총독 Cuomo가 말했습니다. “커뮤니티를 도와 인프라를 보호하고 당사의 

응답자가 제일 먼저 최근 교육을 제공 받도록 보장하며 따라서 저희는 필요시 전 뉴욕 시민들을 더 

나은 방식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해당 자금은 국토 안보 및 긴급 구조대 부서에서 관리하며 적극 방어의 3가지 핵 심 영역을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2014년 중대한 인프라 보조금 지원제도에서는 중대한 인프라를 보호하는 

데 미화 43만5천달러를 제공하고 2014년 기술적 구조 및 도시 수색 및 구조 보조금 지원제도에서는 

기술적 구조팀 능력을 키우는데 미화2백만다러를 상금으로 제공하며, 전략적 팀 목표 보조금 

지원제도에서는 주 전체의 전략적 팀의 표준을 도와주는데 미화2백만달러를 제공하며, 승인을 

받은 작전 및 교육을 위한 형사 행정학 서비스 부서 표준에 부합되게 합니다. 

 

국토 안보 및 긴급 구조대 부서의 위원 Jerome M. Hauer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주 국토 안보 

전략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방 정부에 제공하는 것은 주 국민과 주를 방문하는 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제일 처음 응답자들의 능력을 

키워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2014년 중대한 인프라 보조금 지원제도 

 

중대한 인프라 보조금 지원제도하에서 미화43만5천달러를 상금을 제공하며, 성공 적인 

신청인에게 최대 미화5만달러를 제공하여 특별 행사 또는 계절적 위험 환경이 존재하는 지역을 

포함하여 중대한 인프라를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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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자들은 선택된 지역에서 보호 또는 예방 책임을 가진 적어도 제일 처음 응답 자 기관 2개와 

조화를 이룬 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처음 응답자들은 법률집행, 소방국과 응급관리 또는 공공 

사업 기관입니다. 그 외에도, 신청서에는 중대한 인프라 사이트 확인서와 완성된 리스크 평가 제출, 

사이트에 대한 제일 처음 지역 응답자의 평가와 확인된 리스크를 완화하는 데 사 용되는 자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느지에 대한 상세히 제안된 예산 등이 포함됩니 다.  

 

2014년 중대한 인프라 보조금 지원제도 수상자: 

수령자수령자수령자수령자 지역지역지역지역 자금량자금량자금량자금량 

Nassau County Long Island $50,000 

Erie County Western NY $50,000 

City of Yonkers Hudson Valley $50,000 

Niagara County Western NY $49,341 

City of Albany Capital Region $50,000 

City of Albany Capital Region $50,000 

Village of Garden City Long Island $40,250 

Wayne County Western NY $50,000 

Town of Clarkstown Hudson Valley $45,409 

 

2014년 기술적 구조 및 도시 수색 및 구조 보조금 지원제도 프로그램 

 

경쟁력 있는 기술적 구조 및 도시 수색 및 검색 보조금 지원제도하에서 수여 자금 미화2백만달러를 

상금으로 제공하며 지역 비상 대응반에서 구조적 붕괴, 트렌치, 한정된 공간, 수로, 홍수와 밧줄 

구조 응답 작전에 관련된 구조 관련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합니다. 

 

지역 비상 대응반에서는 이러한 서비스를 테러 행위와 재난에 응답하는 팀의 능력을 더 키우기 

위한 특정 방비, 계획 수립과 교육 비용에 대한 수여 자금을 최대 미 화10만달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4년 기술적 구조 및 도시 수색 및 구조 보조금 재원제도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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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자수령자수령자수령자 지역지역지역지역 자금량자금량자금량자금량 

FDNY NYC $100,000 

Village of Oriskany Central NY $99,445 

Cayuga County Central NY $89,550 

Saranac Fire District Northern NY $86,600 

Schoharie County Capital Region $33,911 

Freeport Fire Department Long Island $75,311 

McDonough Fire District Central NY $73,086 

Allegany County Western NY $98,946 

Franklin County Northern NY $60,667 

City of Batavia Western NY $100,000 

City of Cortland Central NY $99,990 

Suffolk County  Long Island $100,000 

City of Binghamton Southern Tier $28,524 

Chautauqua County Western NY $99,522 

City of Watertown Northern NY $96,000 

Erie County Western NY $100,000 

Arlington Fire District Hudson Valley $100,000 

City of Poughkeepsie Hudson Valley $55,000 

Essex County Northern NY $37,403 

Broome County Southern Tier $99,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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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agara County Western NY $99,675 

Seneca County Central NY $69,700 

City of Ithaca Central NY $79,400 

Town of Massena Northern NY $48,000 

City of Syracuse Central NY $69,351 

 

2014년 전략적 팀 목표 보조금 지원제도 

 

팀이 현재 활동을 유지 관리하며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두는 전략적 팀 보조금 지원 제도하에서 

기존의 능력, 특히 IED 또는 대테러 작전 사명을 증가하기 위한 작업을 하는 데 전체 

미화2백만달러를 상금으로 제공합니다. 주 형사 행정학 부서에서 정한 채택된 전체 주의 표준 

실행을 통하여 이와 같은 행위를 실행합니다. 

 

최대 자금 미화10만달러를 받을 자격을 갖춘 이들 그룹은 교정 설정의 외부의 서 비스를 요청하는 

데 응답하는 15명이 넘는 회원들로 이루어진 적극적 전략적 팀 이어야 합니다. 15명의 회원 요구 

조건에 부합되는 적어도 10명의 회원을 소유한 팀과 형사 행정 학 서비스 부서에 동의하는 

사람들도 이러한 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 었습니다. 

 

2014년 전략적 팀 목표 보조금 지원제도 수상자: 

 

수령자수령자수령자수령자 지역지역지역지역 자금량자금량자금량자금량 

City of Binghamton Southern Tier $99,929 

City of Poughkeepsie Hudson Valley $100,000 

City of White Plains  Hudson Valley $100,000 

Suffolk County Long Island $97,000 

Onondaga County  Central NY $100,000 

City of Oneonta Central NY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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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y of Syracuse Central NY $100,000 

Town of North Greenbush  Capital District $98,795 

City of Utica Central NY $60,660 

City of Albany Capital District $100,000 

Amsterdam  Capital District $100,000 

Broome County  Southern Tier $100,000 

Nassau County  Long Island $100,000 

Village of Herkimer  Capital District $100,000 

Town of Johnstown  Capital District $100,000 

City of Buffalo Western NY $90,804 

Town of Woodbury  Hudson Valley $100,000 

Orange County Hudson Valley $98,590 

Niagara County  Western NY $100,000 

City of Kingston Hudson Valley $100,000 

Town of Greenburgh  Hudson Valley $54,222 

 

국회의원 Charles B.Rangel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중요 자금은 아주 적 절한 시기에 

제공되었습니다. 슈퍼 태풍 Sandy와 이스트할렘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와 같은 파괴적인 사고에서 

제일 처음 응답자의 중요한 역할과 노화 인프라를 현대화하는 장기 투자의 중요성 및 수요를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저희 주 및 도시가 뉴욕 시민들을 위한 더 나은 장소로 만드는 것에 대한 헌 

신에 박수를 보냅니다.” 

 

국회의원 Eliot Engel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 저희의 중대한 인프라를 더 낫게 보호하고 안전히 

하는 데 대한 수요를 인정하는 데 있어서 저는 총독 Cuomo를 찬양합니다. 용커즈 시티는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에서 가장 큰 행정 구역 중 하나입니다. 저희는 주요 자산에 대한 보안 대책을 

실시하고 지원하고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역 정부에서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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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Nita. M. Lowey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커뮤니티의 보안은 다른 무엇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러한 보조금은 지역 세금 부담을 줄여주고 법률집행의 응답 능력과 러우어 하드 슨 

밸리에 있는 제일 처음 응답자들의 능력을 향상시켜 줄 것입니다. 세출 위원회에 대한 간부 

회원으로써, 저는 뉴욕의 보안 수준의 보장을 위하여 헌 신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Jose E. Serran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소방국과 같은 처음 지역 응답자들은 이러한 

자금을 사용하여 저희 커뮤니티를 보호하고 뉴욕 시민들을 안전히 지켜주는 데 제공하는 서비스를 

강화하고 확장할 것입니다. 저는 총독 뉴욕시와 나머지 주가 주민들과 방문객들에게 안전한 

장소로 남아있을 것을 보장하는 데 애써온 Cuomo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국회의원 Jerrold Nadler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들은 2001년9월 11 일 참안과 그 뒤의 끔찍한 

후유증, 뉴욕 정책 및 소방관을 포함한 처음 응답자들의 영웅적 행위에는 경계가 없음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긴급 서비스의 더 많은 자금을 위하여 싸워 왔고 

Cuomo주지사가 많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 것에 대하여 찬양합니다. 이 자금은 최신 장비와 

교육에 투자하여 재난과 테러 행위에 대한 뉴욕 소방국의 응답을 더 한층 개선할 것입니다. 저는 

계속하여 저희의 제일 처음 응답자들이 뉴욕을 더 안전히 지키기 위한 최고의 자원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싸울 것입니다.” 

 

국회의원 Gregory W. Meeks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중대한 인프라를 보 호하는 주의 안전과 

번영, 제일 처음 응답자들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서약, 충분한 자금을 비상대응팀에 제공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저는 Cuomo주지사가 중대한 방어 조치를 고성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미화4백만달러가 넘는 보조금을 상금으로 제공한 것을 찬양합니다. 또한, 

나소 카운티, 나소 카운티 PD와 기타 전체 수령인들을 위하여 축하하며 그 들이 매일 진행하고 

있는 인명 구조 작업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국회의원 Joe Crowley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 응답자들이 매일 진행하고 있는 작업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들이 최고의 수준으로 작업을 지속할 수 있는 데 필요한 

자원을 보유할 것을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보조금은 뉴욕의 비상대비절차를 강화하는 

데 장기적으로 투자될 것이며 저는 한명의 수령인으로서 FDNY를 볼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저는 Cuomo주지사와 국토 보안 및 긴급 구조대 부서에서 이러한 자금을 관리하고 

뉴욕 주민들의 안전을 제일로 삼은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국회의원 Steve Israel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나소 및 서퍽 경찰 부서에서 오랜 시간을 살아온 

섬주민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중대한 인프라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제공한 연방 자금을 얻고 있는 

것이 아주 기쁩니다. 정부의 모든 내각들이 함께 작업하는 것은 필수적이며, 따라서 처음 

응답자들은 필요한 자원을 보유해야 하며 저는 함께 노력할 수 있어서 자랑스럽습니다.” 

 

국회의원 Paul Tonko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도권 처음 응답자들은 위험에 처한 개인의 안전을 

첫자리에 놓아서 커뮤니티를 보호하고 그들이 걱정해야 할 사항은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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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를 가질 수 있는지 그 여부입니다. 저는 Cuomo주지사가 인프라를 보호하는 순향적 접근을 

취하고 차별 경감을 위한 투자는 납세자들로 하여금 장기간 돈을 절약할 수 있음을 입증한 것에 

대하여 감 사드립니다.” 

 

국회의원 Bill Owens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자금은 저희 지역의 처음 응답자들의 준비성을 

지원하여 모든 응급 상황을 처리합니다. 험한 날씨가 주민들을 피난가게 하였고 최근에 상당한 

재난을 초래한 북부 뉴욕에 서 그들의 준비성은 특히 중요합니다. 저는 Cuomo주지사와 

뉴욕주에서 커뮤니티의 안전과 보안에 대한 투자에 찬양합 니다.” 

 

국회의원 Tom Reed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유형의 자금은 처음 응답자들에게 도구와 

커뮤니티 구성원들을 보살피는 데 필요한 교육을 제공해 줍니다. 지역 비상대응반에서는 이러한 

보조금을 사용하여 테러 행위와 기타 재난에 더 효 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회의원 Chirs Gibson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37세에 나는 의용소방대로서 또한 군의 

베테랑으로서 저는 처음 응답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의 노고와 희생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이러한 용감한 남녀들에게 안전과 응급 상황에서 신속히 대응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자원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토 안보와 긴급 구조대 부서와 지역 지방 자치 단체에서 협력하여 이러한 프로 

그램을 실행하는 데 대하여 귀하에게 감사드립니다.” 

 

국회의원 Michael Grimm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에볼라 전쟁에서부터-최근 사건이 단독 

테러리즘의 위협, 뉴욕시 마라톤과 같은 대규모 공공 행사에 대하여 무엇인가 입증할 경우-뉴욕과 

같은 주요 도시들에서 저희의 자원과 모든 것을 안전히 지키는 비상 응답자들에 대한 엄청난 

부담을 직면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때문에 이러한 보조금들이 FDNY의 용감한 남녀들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이렇듯 중요한지에 대한 이유이고 저는 계속하여 중대한 자금의 순위를 

정하는 데서 맺은 총독 Cuomo와의 파트너쉽에 감사드립니다.” 

 

국회의원 Richard Hanna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지역 대응반에서는 가장 최근의 교육과 비상 

사태 시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원들은 전체 북부 뉴욕에 걸쳐 응답 능력을 

개선하는 데 장기적으로 사 용될 것이며 저희 커뮤니티를 안전히 지킬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Sean Patrick Maloney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방법집행기구와 처음 응답자들은 저희의 

이웃과 커뮤니티의 안전에 대한 모든 위협이 존재하고 있는 최 전선에서 자신들의 생명을 겁니다. 

저희 인프라, 교육 및 보안에 대한 중대한 투자는 저희 영웅들에게 수천의 허드슨 밸리 가족과 

수백만의 뉴욕 주민들을 위하여 이웃을 안전히 지키는 데 필요한 모든 자원을 제공해 줄것입니다.” 

 

국회의원 Grace Meng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자금은 주민들을 보호하고, 처음 응답자들을 

도와주고 인프라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장기간 동안 제공될 것 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보조금은 뉴욕을 안전히 지키는 데 도움을 주고 저는 국토 보안 및 긴급 구조대 부서에서 보조금을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을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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