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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5년 12월 9일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ANDREW M. CUOMO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주지사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GILLIBRAND 상원의원상원의원상원의원상원의원, 뉴욕뉴욕뉴욕뉴욕 의회대표단의회대표단의회대표단의회대표단, 국토안보국토안보국토안보국토안보 보호보호보호보호 강화를강화를강화를강화를 위해위해위해위해 

450만만만만 달러의달러의달러의달러의 보조금보조금보조금보조금 지원을지원을지원을지원을 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 
 
 

Andrew M. Cuomo 주지사, Kirsten E. Gillibrand 상원의원, 뉴욕 의회대표단은 오늘 

반테러 프로그램 강화, 긴급 대응력 강화, 중요 인프라 보호 범위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여러 국토 안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450만 달러의 연방 보조금을 뉴욕주 지자체에 

지원하기로 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우리는 테러와 최근의 사태로 발생한 위협이 우리의 응급구조자들에게 비상 상황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자원을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라고라고라고라고 Cuomo 주지사가주지사가주지사가주지사가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이 행정부는 이 용감한 

분들이 뉴욕주 곳곳에서 뉴욕주민을 안전하게 지킬 만반의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해외와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테러를 계속 진압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 법집행기관은 

우리 커뮤니티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모든 자원을 활용해야 합니다”라고 Kirsten 

Gillibrand이이이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이 중요한 기금은 우리 지방정부 법집행기관이 뉴욕주에서 

테러로부터 주민들을 보호 및 테러를 예방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저는 이 연방 자금이 

뉴욕 법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이러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은 뉴욕주 국토안보 프로그램을 통해서 미국 국토안보부가 

제공하였습니다. 뉴욕주 국토안보및비상서비스부는 이 프로그램들을 현지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공조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국토안보및비상서비스부국토안보및비상서비스부국토안보및비상서비스부국토안보및비상서비스부 장관장관장관장관 John P. Melville은은은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뉴욕의 

긴급구조요원들은 시민을 위해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지원금은 미국 최고의 훈련되고 준비된 긴급구조요원을 배출하겠다는 주지사의 

준비대응 목표를 뉴욕주가 완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술팀전술팀전술팀전술팀 보조금보조금보조금보조금 프로그램프로그램프로그램프로그램 – 200만만만만 달러달러달러달러 

전술팀 보조금 프로그램은 지자체들이 총기사건 대비 훈련 및 기타 반테러 임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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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할 전술팀을 갖출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해줍니다. 주 전체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중점은 지역 팀의 뉴욕 주 표준의 전술/SWAT 팀의 달성 및 후속 지원에 배치됩니다. 

해당 신청자는 이러한 뉴욕주 표준의 달성 및/또는 지속을 위한 일부 장비, 훈련, 실습, 

기획 비용에 드는 비용을 위해 팀 당 최고 100,000달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령자수령자수령자수령자 지역지역지역지역 자금량자금량자금량자금량 

Albany PD, City of Capital Region 100,000달러 

Binghamton PD, City 
of 

Southern Tier 99,300달러 

Eastchester PD, 
Town of (Village of 
Tuckahoe PD and 
Village of Pelham 
PD 

Hudson Valley 
Region 

100,000달러 

Clarkstown PD, 
Town of 

Hudson Valley 
Region 

100,000달러 

Colonie PD, Town of Capital Region 100,000달러 

Erie County Sheriff's 
Office 

Western New York 100,000달러 

Gloversville PD, City 
of (Johnstown PD) 

Mohawk Valley 
Region 

100,000달러 

Greene County 
(Greene County 
Sheriff’s Office, 
Columbia County 
Sheriff's Office, 
Hudson PD) 

Capital Region 100,000달러 

Ithaca PD, City of 
(Thompkins County 
Sheriff's Office)  

Southern Tier 
Region 

100,000달러 

Madison County 
Sheriff's Office 
(Cortland County 
Sheriff’s Office and 
Chenango County 
Sheriff's Office) 

Central/Southern 
Tier 

100,000달러 

Monroe County 
Sheriff's Office 

Finger Lakes Region 52,840달러 

Onondaga County 
Sheriff's Office 

Central New York  100,000달러 

Nassau County PD Long Island Region 100,000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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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agara County 
Sheriff's Office 
(Lockport PD) 

Western New York 100,000달러 

North Tonawanda 
PD 

Western New York 80,620달러 

Orange County 
Sheriff's Office 

Hudson Valley 
Region 

100,000달러 

Rochester PD, City 
of 

Finger Lakes Region 99,980달러 

Troy PD, City of Capital Region 100,000달러 

Utica PD, City of Mohawk Valley 100,000달러 

White Plains Public 
Safety 

Hudson Valley 100,000달러 

Suffolk County PD Long Island Region 67,260달러 

전문전문전문전문 구조구조구조구조 & 도시도시도시도시 수색수색수색수색 및및및및 구조구조구조구조 보조금보조금보조금보조금 프로그램프로그램프로그램프로그램 – 200만만만만 달러달러달러달러 

뉴욕주 국토안보서비스부는 전문 구조 & 도시 수색 및 구조 보조금 프로그램을 위해 

200만 달러를 할당하였습니다. 관련 팀은 구조물 붕괴/도시 수색 및 구조, 트렌치(trench) 

구조, 밀폐공간 구조, Swiftwater 구조 및 로프 구조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구조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최고 150,000달러까지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팀들은 대응 작전을 

효율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지역 파트너십 개발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목표 계획, 

장비 인수, 훈련 및 실습 활동을 통해서 이들 지원금은 팀들이 재난 상황 발생 시 생명을 

구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수령자수령자수령자수령자 활동활동활동활동 역량역량역량역량 중심중심중심중심 지급액지급액지급액지급액 

(Town of ) Allegany 
Fire District 

Swiftwater 23,411달러 

Arlington Fire District Structural Collapse 134,525달러 

Auburn, City of Swiftwater 92,000달러 

Cayuga County Rope Rescue 99,070달러 

Columbia County Rope Rescue 150,000달러 

Cortland, City of Confined Space 99,249달러 

Cortland County Swiftwater 142,972달러 

Elmira, City of Confined Space 96,000달러 

Erie County Rope Rescue 121,000달러 

Franklin County Swiftwater 39,750달러 

Madison County Structural Collapse 64,250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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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York City Fire 
Department (FDNY) 

Swiftwater  99,720달러 

Orange County Structural Collapse 148,083달러 

Port Jervis, City of Swiftwater 12,133달러 

Putnam County Rope Rescue 150,000달러 

Schoharie County Swiftwater 40,000달러 

Slingerlands Fire 
District 

Swiftwater 119,363달러 

Tannersville, Village 
of 

Rope Rescue 150,000달러 

Troy, City of Structural Collapse 149,856달러 

Yorktown Heights 
Fire District 

Swiftwater 68,618달러 

주요주요주요주요 인프라인프라인프라인프라 -- 500,000달러달러달러달러  

주요 인프라 지원금 프로그램은 뉴욕주에 있는 정부 소유의 주요 인프라 장소, 특별 행사, 

계절별로 위험한 장소에서의 보안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을 

받으려면 긴급구조요원들은 이러한 장소에서 공격을 예방하고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역량에 대한 완전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위험 및 역량 평가서에서 파악된 취약점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 50,000달러의 지원금이 지원됩니다. 

수령자수령자수령자수령자 지역지역지역지역 지급액지급액지급액지급액 

Albany PD, City of Capital Region 50,000달러 

Buffalo PD, City of Western New York 50,000달러 

Clarkstown PD, 
Town of 

Hudson Valley 
Region 

50,000달러 

Erie County 
Emergency Services 

Western New York 42,474달러 

Monroe County 
Office of Emergency 
Management 

Western New York 49,000달러 

Nassau County PD Long Island 50,000달러 

Niagara County 
Emergency 
Management Office 

Western New York 49,000달러 

Suffolk County PD Long Island 50,000달러 

Wayne County 
Emergency 

Western New York 50,000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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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 Office 

Yonkers PD, City of New York City 
Region 

9,526달러 

Yonkers Public 
Works, City of 

New York City 
Region 

50,000달러 

Charles B. Rangel 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우리의 위대한 뉴욕주에서 경찰서에 

450만 달러의 추가 지원금 책정을 발표해주신 Cuomo 주지사께 감사 드립니다. 미국에서 

총격 사건이 늘어남에 따라 우리의 법집행기관은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적절한 

교육과 장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원외교위원회하원외교위원회하원외교위원회하원외교위원회 간부의원인간부의원인간부의원인간부의원인 Eliot Engel 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뉴욕주를 보호할 수 있는 한 모든 일을 다 해야 합니다. 2009년, FBI는 제 지역구에 

테러리스트 음모를 저지하였습니다. 저는 외교위원회 간부의원으로 있으면서 테러 

위협에 너무나 익숙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비춰볼 때 우리는 우리의 현지 

법집행기관들이 이처럼 위험한 사항에 맞서는 데 필요한 자금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Cuomo 주지사가 할당해주신 450만 달러의 연방 국토안보지원금은 현지 

전술팀의 역량과 뉴욕주 소재 정부 소유 인프라의 보안을 강화시켜 이런 일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을 위해 힘써주신 Cuomo 주지사께 감사 드리며, 이처럼 소중한 

자금을 받게 되는 Yonkers와 Eastchester 같은 커뮤니티들이 이 돈을 좋은 용도에 

사용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Nita M. Lowey 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Lower Hudson Valley 주민들의 안전과 

안보는 최우선 사항이어야만 합니다. 이 연방 지원금으로 Westchester와 Rockland의 

현지 법집행기관과 공공안전관리들은 우리 커뮤니티를 도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하원세출위원회 간부의원으로서 우리 가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연방 투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해나갈 것입니다.” 
 

José E. Serrano 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이 중요한 연방 지원금은 지방정부와 

긴급구조요원들이 긴급상황에 대응하여우리 커뮤니티를 보호하는 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지원금은 및 지방의 안보를 위해 세 가지 중요 사항을 목표로 하면 뉴욕시가 주민 및 

방문객들에게 안전한 장소가 될 것입니다.” 
 

Jerrold Nadler 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우리의 비상 서비스에 추가하여 

국토안보부에서 제공하는 450만 달러의 새로운 연방 지원금은 우리의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뉴욕주 내의 주요 인프라 시설 보호에 사용될 것입니다. 전문 구조 & 도시 

수색 및 구조 프로그램으로 이러한 재난 대응 활동을 강화하는 데 지원금을 마련해주신 

FDNY에 감사 드리며, 뉴욕주 지자체들의 안전, 안보 및 대응 준비를 위해 부난히 

노력해주신 Cuomo 주지사께 감사 드립니다.” 
 

Carolyn B. Maloney 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재난이 어떻게 어디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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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든지 우리 시민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구조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러한 노력을 위해 연방 지원금을 지원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를 

보호하는 데 이러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해주신 Cuomo 주지사께 감사 드립니다.” 
 

Gregory W. Meeks 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최근의 상황은 긴박한 위험에도 

용기와 불굴의 정신으로 잘 훈련되고 장비도 잘 갖춘 긴급구조요원들이 사람의 목숨을 

살리고 테러리스트의 활동을 저지하는 것으로 확실히 밝혀졌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저는 제5선거구의 Nassau 카운티 지역을 포함해 뉴욕주 전 카운티에서 중요 

인프라를보호하고, 반 테러 프로그램을 지지하며, 주요 비상사태 준비 및 대응 활동을 

강화하는 데 뉴욕주민들이 뉴욕주가 국토안보부의 지원금 450만 달러를 받기로 했다는 

Cuomo 주지사의 발표를 저와 함께 환영하는 것이라 확신합니다.”  
 

Joe Crowley 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우리의 긴급구조요원들이 생명을 구하는 

데 필요한 교육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이 지원금이 비상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는 중요 프로그램에 사용되도록 

힘써주신 Cuomo 주지사께 감사 드리며, FDNY를 그 수령자의 하나로 봐주신 점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Steve Israel 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샌 베르나디노와 파리에서 발생한 

테러리스트 공격에 뒤이어 우리 법집행기관들은 총기사건에 대응할 교육과 자원을 

준비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Nassau 및 Suffolk 카운티 경찰서에 이미 마련되어 

있는 튼튼한 안보와 대응 인프라를 강화하고 뉴욕주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이 

중요한 지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Cuomo 주지사, 우리 주 및 연방 파트너와 함께 계속 

활동해나갈 것입니다.” 
 

하원하원하원하원 국토안보위원회국토안보위원회국토안보위원회국토안보위원회 소속소속소속소속 Brian Higgins 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뉴욕주민들은 

진화하는 안보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려면 첨단 전략이 필요합니다. 캐나다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Erie 및 Niagara 카운티에 460,000만여 달러가 제공되는 것을 포함해 

국토안보부에서 제공하는 이 연방 지원금은 지역 기관과 우리의 용감한 

긴급구조요원들에게 뉴욕주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지원과 자원을 

제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Paul Tonko 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폭력 위협은 우리의 긴급구조요원 및 그 

자원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이 용감한 구조요원들은 우리의 제1의 

방어선으로 모든 단계의 정부로부터 확고한 지원을 받아 마땅한 분들읍니다. 우리의 

지방 경찰과 소방서에게 교육 및 자원을 제공하여 Capital Region의 지속적인 안전에 

힘써주신 Cuomo 주지사께 감사 드립니다. 저는 연방 단계에서 우리 비상상황 

전문가들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도구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나갈 것입니다.” 
 

Sean Patrick Maloney 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우리의 지방 법집행기관 

관리들과 기타 긴급구조요원들은 매일 우리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투자는 매일생명을 구하고 우리 커뮤니티를 강화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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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집은 안전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도구와 교육을 제공할 것입니다.” 
 

Kathleen Rice 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 이이이이렇게렇게렇게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위협 환경과 

미국과 해외에서 발생한 최근의 테러 공격으로 볼 때, 지방 법집행기관들은 테러 행위를 

막고, 이러한 사태 발생에 대비해 준비하고 대응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Nassau 카운티 경찰서에 제공되는 150,000달러는 매우 위험한 중요 인프라 

장소와 특별 행사 개최 시 안보를 강화하고, 전술팀이 실제 총격 발생 시 및 기타 비상 

상황 발생 시 대응하는 데 필요한 교육 및 장비를 갖추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lise Stefanik 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경계 지역 커뮤니티 입장에서 우리 

주정부가 우리 커뮤니티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지원금은 우리 커뮤니티가 안보 역량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를 최우선사항으로 살펴주신 Cuomo 주지사께 감사 드립니다.” 
 

국토안보및비상서비스부국토안보및비상서비스부국토안보및비상서비스부국토안보및비상서비스부 소개소개소개소개 

국토안보비상대책반(DHSES)과 4개 본부(대테러실, 재난관리실, 화재예방통제실 및 

상호작전긴급통신실)는 리더십, 조정 및 지원을 제공하고 테러 및 기타 인공과 자연 재해, 

위협, 화재 등의 비상 사태를 방지, 예방, 대응 및 복구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DHSES 페이스북 페이지를 방문하거나 트위터에서 @NYSDHSES를 

팔로우하거나 또는 dhses.ny.gov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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