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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뉴욕주의 긴급상황 대응팀을 대상으로 한 국토안보 보조금(HOMELAND
SECURITY GRANTS) 발표

보조금으로 비상 대비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장비 및 교육 제공
위험 물질팀, 폭탄 처리반, 폭발물 탐지견팀을 지원할 예정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전역의 긴급상황 대응팀을 지원하기 위한
850 만 달러의 보조금을 발표했습니다. 이 연방 정부 2017 회계연도 뉴욕주 국토안보
프로그램(Federal FY 2017 State Homeland Security Program) 보조금은 뉴욕의 위험
물질팀, 폭탄 처리반, 중요 인프라 지역, 폭발물 탐지견팀, 전술팀, 전문 구조 및 도시
수색팀을 지원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공 안전은 저희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긴급상황
대처자들은 이 보조금을 통해 지역사회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도구 및 자원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우리의 가장 용감한 뉴욕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강력한
뉴욕주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교육, 지원 및 장비를 제공할 것입니다.”
뉴욕주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 DHSES)은 각 프로그램의 창설 이후 6 개의 전문팀에 약 5,480 만 달러를
배분한 이 대상 보조금 프로그램을 관리합니다. 모든 전문팀은 2018 년 4 월 17 일까지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HSES)에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HSES)의 Roger L. Parrino Sr.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연례 프로그램은 뉴욕 주민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법 집행 전문팀,
도시 수색 및 구조팀, 위험 물질팀 그리고 중요 인프라 지역에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저는
뉴욕주의 긴급상황 대처자들이 우리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작업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 보조금을 신청하길 바랍니다.”

위험 물질 대상 보조금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뉴욕 주민들이 테러 및 기타 비상사태에
대처하고 이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위험 물질팀의 역량을 유지 및 강화하기 위해
뉴욕시 밖의 18 개 지역 위험 물질팀에 자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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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은 2008 회계연도부터
이 비경쟁적 보조금 프로그램을 통해 대략 1,160 만 달러를 배분했습니다.
폭탄 처리반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을 통한 보조금은 뉴욕주 급조 폭발물 대응(Counter
Improvised Explosive Device, counter-IED) 작전의 개발 및 유지와 미국 연방
수사국(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FBI)에서 인증받은 12 개의 지역 공공 안전 폭탄
처리반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폭탄 처리반 프로그램은 2006 회계연도부터 이
비경쟁적 보조금 프로그램을 통해 1,760 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중요 인프라 보조금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위기관리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와 접근
방법을 강구하며, 2017 회계연도에서 우선적으로 다뤄질 특별 행사 지역 및 정부 소유의
중요 인프라 지역에서 위기를 완화하고 보호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지역 긴급상황
대처자들의 노력을 지원하는 보조금을 제공할 것입니다.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은 2010 회계연도부터 이 프로그램에 대략 240 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폭발물 탐지견팀 보조금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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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쟁적인 보조금
프로그램은 2009 회계연도부터 약 370 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전술팀 대상 보조금 프로그램: 이 보조금은 총기 사건 및 기타 보복 테러 임무를 포함한
위험성이 큰 사건에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기술과 능력을 지역 법
집행기관에 교육하는 데 사용됩니다.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은 2013
회계연도부터 전술팀에 약 900 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전문 구조 & 도시 수색 및 구조 보조금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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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팀의 개선에 중점을 둡니다. 이 경쟁적인 보조금 프로그램은 2009
회계연도부터 약 1,050 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신청서는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HSES)의 전자 보조금 관리 시스템(electronic
grants management system, E-Grants)을 통해 2018 년 4 월 17 일 오후 5 시까지 제출
가능합니다. 신청서 요청(Request for Applications, RFA)에 관해서는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HSES) 웹사이트 http://www.dhses.ny.gov/grants/targeted.cfm 를
방문하거나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HSES)의 보조금 핫라인에
(866) 837-9133 번으로 문의하십시오.
Eliot Engel 연방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대도시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시에 대한 위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상 대비 절차에
배분할 수 있는 모든 추가 자원은 도움이 되며 저희는 이를 환영합니다. 저는
주지사님께서 추가 보조금을 지원해주신 것에 박수를 보냅니다.”
Nita M. Lowey 연방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주민들은 테러의 위협과
자연재해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긴급상황 대처자들과 법
집행기관들은 위기 상황에 우리 지역사회와 그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자원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뉴욕주는 이 보조금을 통해 모든 유형의 비상사태를 대비하고 이에
대응하는 데 있어 더욱 사전 예방적으로 조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긴급상황
대응팀에게 이 보조금을 신청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José E. Serrano 연방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의 최우선 과제는 주민들의
안전입니다. 이 연방 정부 보조금은 뉴욕주의 비상 대비 절차를 개선할 것입니다. 이
국토안보 보조금(Homeland Security grants)은 가장 최신 기술로 우리 긴급상황
대응팀을 교육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장비를 제공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저는 주 전역의
긴급상황 대응팀에게 이 보조금을 신청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Nydia M. Velázquez 연방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문화 및 금융
중심지로서 독특한 안보 문제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최우선 과제는 뉴욕
주민들을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선 정부의 모든
계층이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저희는 중요한 공공 안전 계획을 위해 배치된 연방 정부의
자원을 보게 되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Joe Crowley 연방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보조금은 뉴욕주의 긴급상황
대응팀에게 뉴욕의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를 제공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님은 뉴욕주 긴급상황 대응팀의 다양한 필요사항을 잘 알고 계십니다. 이
영웅들은 뉴욕주에 대한 잠재적인 위협을 무력화하고 우리의 보안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매일 노력합니다.”
Brian Higgins 연방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연방 정부 자원은 긴급상황
대처자들에게 필요한 장비를 제공하고 우리 지역사회를 보호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희는 지역 기관들이 이 보조금을 신청하길 바랍니다.”
Sean Patrick Maloney 연방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주민들은 저희가 테러
및 지역사회에 대한 기타 위협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긴급상황 대처자들이 필요한 자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주지사님이 이러한 보조금을

지원해주신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의회
내에서 저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이며, 저는 주지사님이 뉴욕에서 이와 똑같은 노력을
기울여 주셔서 기쁩니다.”
John Katko 연방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하원 국토안보 위원회(House
Homeland Security Committee)의 일원으로서 저희가 새롭게 진화하는 위협에 대해 한층
더 강화된 경계 태세를 갖춰야 한다는 사실을 지극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조금은
긴급상황 대응팀이 안보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적절한 도구와 교육을 받고 뉴욕 전역의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보장해 줄 것입니다.”
Lee Zeldin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지난해 주 국토안보 프로그램(State
Homeland Security Program)을 포함하여 연방재난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 보조금 프로그램에 27 억 달러를 지원하는 것을
찬성했습니다. 저희는 이 보조금이 현장에서 일하는 지역 긴급 구조대 및 긴급상황
대처자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직접 목격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모든 계층은
우리의 용감한 긴급상황 대처자들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지역사회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Adriano Espaillat 연방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Cuomo 주지사님이 오늘,
뉴욕주 전역의 잠재적 위기와 위협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에 있어
준비성을 보장하도록 돕는 보조금을 발표하신 것에 찬사를 보냅니다. 뉴욕 주민들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교육과 기술은 점점 진화하고 있습니다. 긴급상황 대응팀이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신속히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준비하며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해서 혁신적인 기술, 기술 개발, 특수 장비의 올바른 사용 및 관리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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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스북을 방문하거나,
트위터에서 @NYSDHSES 를, 인스타그램에서 @NYSDHSES 를 팔로우하거나
dhses.ny.gov 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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