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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롱아일랜드 “블루 트라이던트 작전(OPERATION BLUE TRIDENT)” 

승인  

 

환경보존부, 국토 안보, 수질 및 해상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기관 훈련 주도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롱 아일랜드의 다기관 안보 훈련인 “블루 트라이덴트 

작전(Operation Blue Trident)”이 시작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훈련으로 방사성 

물질 탐지 훈련을 실시하는 23개 지방, 주정부 및 연방 기관 병력 100명 이상이 

배치되어 항해 선박 안전, 해양 수산업 규정 준수 및 환경 모니터링 작업을 일주일 동안 

수행합니다. 주민 및 지역 방문객은 이것이 훈련이라는 것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롱 아일랜드는 뉴욕주 대도시 지역의 주요 

관문이며 뉴욕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어떤 위기 상황이든 완벽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비, 조직 구성과 상호 조율은 비상 사태 대응의 핵심이며, 이번 훈련은 

뉴욕주가 보건, 환경 또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일체의 위기 상황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뉴욕주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New York State 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의 강력한 지원을 받는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Environmental Conservation Officers)가 주도하는 

대대적인 이번 훈련은 이스턴 롱아일랜드에서 최초로 시작되었으며, 연방 국토 안보 

훈련 평가 프로그램 지침(Federal Homeland Security Exercise and Evaluation Program 

Guidelines)에 따라 수립되었습니다. 서퍽 카운티 이스트 엔드 여러 지점에 24척의 

선박이 배치되어 수질, 해상 항해 및 해양 수산업 규정 준수 활동과 함께 훈련을 진행할 

것입니다.  

 

다음의 DEC (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경찰관 및 민간 지원 인력 

50명과 20개 이상의 지방, 주정부 및 연방 기관의 사법집행관 50명 이상이 훈련에 

참여합니다.  

  



•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 대테러실(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 Office of Counter Terrorism)  

•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 비상관리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 Office of Emergency Management)  

• 주뉴욕주 경찰 순찰대 L  

• 주욕주 공원 경찰  

• 뉴욕주 해상 민병대(New York State Naval Militia)  

• 뉴욕주 육군 방위군 토목지원팀(New York Army National Guard Civil Support 

Team)  

• 뉴욕주 경찰국 대테러부(State Police Department Counter Terrorism Division)  

• 서퍽 카운티 경찰서  

• 서퍽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  

• 나소 카운티 경찰국  

• 이스트 엔드 해군 태스크 포스(이스트 햄프턴, 리버헤드, 사우샘프턴, 사우스홀드, 

세그 하버, 셸터 아일랜드, 웨스트햄프턴, 쿼크 경찰국)  

• 연방 국내 핵 감지국(Federal Domestic Nuclear Detection Office)  

• 미 롱아일랜드 해양 경비대  

• 미 세관 및 국경 수비대(U.S. Customs and Border Patrol)  

• 국립 해양 수산국(National Marine Fisheries Service)  

 

뉴욕주 환경보존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의 

Basil Seggo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DEC의 환경 보존 경찰관은 뉴욕주의 

환경, 자연 자원 및 공중 보건을 보호하는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롱아일랜드에서 이 

중요한 훈련을 조율하고, 향후 환경 위기 또는 국토안보 위기 상황에서 적절한 부처간 

조율을 보장할 이 중요한 비상 대응 훈련을 위해 모든 파트너들을 통합시킨 작전 

담당관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작전은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I단계는 롱아일랜드 수로 위협을 식별 및 종식하기 위해 

8월 2-16일까지 진행된 해안 기반 수질 개선 활동입니다. DEC ECO (Environmental 

Conservation Officer), 지역 1 유출 대응 부서, 미 해안 경비대(U.S. Coast Guard) 및 서퍽 

카운티 보건국(Suffolk County Health Department)과 함께 농약 및 수질 담당관이 선착장 

및 기타 해안 기반 시설을 검사하여 석유 대량 저장소, 농약 및 하수구 배출원이 규정을 

준수하는지 조사하였습니다.  

 

8월 16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는 훈련 2단계는 실제 해상 작전 시 체계화된 국토 

안보/방사선 훈련에 중점을 둘 예정이며, 항해 안전, 외국 선박 차단, 해양 수산업 및 수질 

규정 준수 활동 등을 진행할 것입니다.  

 

아울러, DEC와 서퍽 카운티 경찰은 급속하게 부상하는 불법 방사성 물질을 차단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강화하면서, 대량 살상 무기 대응 전술 훈련을 수행합니다. 이스트 엔드 



태스크 포스(East End Task Force)와 그 파트너들은 단속이 약화되는 주말 동안 항해 

안전 및 보트 타기에 중점을 둔 “OP SHIELD”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며, ECO는 위험한 

해양 위생 장비, 수산 자원 위협 및 일반적인 항해 안전과 같은 수질 위협에 대처할 

것입니다.  

  

블루 트라이덴트 작전(Operation Blue Trident)은 다음 목표를 달성합니다.  

  

• 해상 대태러 역량을 향상시키고, 실제와 같은 위협 훈련을 통해서 자연 

재해와 인재에 대한 기관 대응 역량을 향상시킨다;  

• 지역, 주정부 및 연방 기관이 협업하여 중요한 공공 안전 위협을 야기하는 

자료의 불법 운송을 방지한다.  

• 롱아일랜드 및 뉴욕시 도심 지역을 보호하는 기관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조율을 개선한다.  

• 롱아일랜드 수질을 오염 및 하수도 위협으로부터 보호한다.  

• 보행자 안전을 향상시키고 항해 규정 단속을 실시해 해양 수산업을 

보호한다.  

• 대중이 의심스러운 활동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한 뉴욕 

캠페인(Safeguard New York Campaign)인 “무엇인가 발견했다면 

신고하십시오(See Something - Say Something)”를 비롯하여, 보트 타기를 

즐기는 대중에게 국토 안보 문제에 대해 교육한다.  

 

해상 국토 안보 교육 훈련의 또 다른 이점은, 허리케인, 심각한 기름 유출 사고, 선박 충돌 

또는 좌초, 비행기 추락 등 롱아일랜드의 이스트 엔드 수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범위의 잠재적 자연재해 및 인재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블루 트라이덴트 

작전(Operation Blue Trident) 실시를 위해 채택된 다기관 계획, 조율 및 작전 사항은 

이러한 재해 발생 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주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의 대테러실(Office of Counter Terrorism)은 의심스러운 활동 신고 

프로그램을 테스트하기 위해 약 70건의 대테러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경찰 

순찰대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트럭 렌탈 회사, 다양한 소매점, 선착장 및 기타 공공 

장소를 비롯한 롱아일랜드의 다양한 지역을 순찰합니다. 각 순찰 후에는, 국토안보부, 

연방, 주정부 및 지방 파트너들이 각 장소에서 접하게 된 문제들을 논의하며 성공적인 

조치와 개선 사항을 업급합니다.  

 

길이 약 118마일에 달하는 롱아일랜드는 뉴욕 주로 통하는 국제 해상 진입 경로이며, 

롱아일랜드 해안 및 관련 내륙 만은 뉴욕시 도심 지역으로 침입하려는 잠재적 

테러리스트 및/또는 방사성 기기 밀수업자의 자연적 피난처가 됩니다. 롱아일랜드는 

보트 타기 휴양이 활발한 장소이기도 하며, 약 77,000개의 주정부 등록 선박이 정박되어 



있습니다. 높은 인구 밀도와 잠재적으로 위험한 해상 상황으로 인해 심각한 항해 안전 

위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DEC는 과거 이리 호수(Lake Erie)와 온타리오 호수(Lake Ontario)에서 이와 비슷한 공동 

훈련을 편성하였으며, 작년에는 섐플레인 호수(Lake Champlain)에서 '클리어 패시지 

작전(Operation Clear Passage)'을 조율하였습니다.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의 Roger L. Parrino, Sr.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도덕적 국가 

활동세력 또는 반국가 활동세력에 의한 핵 및 기타 방사성 물질의 악의적 사용의 결과는 

파국일 것입니다. 모든 해상 순찰대가 정기적으로 뉴욕주 수로를 따라 이러한 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국토안보국 국내 핵 감지국의 ‘도시 보안(Securing the 

Cities)’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이번 주 훈련은, 롱 아일랜드의 해상 순찰대가 방사성 물질 

및 핵 위협을 감지하고 이를 차단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돕습니다.”  

 

뉴욕주 경찰청의 George P. Beach II 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블루 트라이덴트 

작전(Operation Blue Trident)은 주정부 및 연방 파트너와 협력하는 동시에 경찰 병력이 

기술을 연마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번 훈련은 모든 관련 기관이 모든 종류의 

비상 사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Fred Thiele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블루 트라이덴트 작전(Operation Blue 

Trident)은 수질과 환경을 보호하고 국토안보를 수호하는 매우 중요한 훈련입니다. 이번 

훈련은 연방 FEMA 지원금으로 뉴욕주, 카운티 및 지방 사법집행기관 간의 조율 및 비상 

사태 대비를 개선하였습니다. 허리케인, 기름 유출 또는 방사선 사고를 비롯하여 향후 

모든 잠재적 사고에 적용할 수 있는 해상 환경 훈련이 실시될 것입니다. 뉴욕의 안전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는 시점에, 사법집행기관이 모든 사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합니다. 뉴욕주 DEC은 이러한 활동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David Page 뉴욕주 공원 경찰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주립공원 경찰관은 뉴욕 

주민과 천연 자원을 보호하는 특별 훈련과 기술 연마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정부 

및 연방 사법집행기관이 뉴욕주가 직면할 수 있는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블루 

트라이덴트 작전(Operation Blue Trident)과 같은 훈련에 자원을 편성하기에 뉴욕 주민들 

모두는 보다 안전합니다.”  

  

Anthony P. German 뉴욕주 해상 민병대 사령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뉴욕주 해상 민병대가 기타 뉴욕주 부대와 함께 현지 사법집행기관 및 기타 주정부 

기관들과 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주지사님께서 지방 정부와 뉴욕 시민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셔서 다른 기관들 함께 보다 효과적으로 훈련할 수 있었습니다.”  

  



Timothy D. Sini 서퍽 카운티 경찰국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종합 합동 

훈련인 블루 트라이덴트 작전(Operation Blue Trident)에 참여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비상서비스 사무국, 해양청, 국토안보국, 항공국 및 고속도로 순찰국의 숙련된 

전문가들이 매일 육상, 해상 및 항공에서 주민과 방문객을 보호합니다. 우리 경찰국과 

지방, 지역 및 연방 사법집행기관 파트너 간의 추가 합동 집중 훈련을 통해 인재 또는 

자연재해 발생 시 행동 강령을 사전에 보다 철저히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Michael Sharkey 서퍽 카운티 수석 부보안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퍽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은 이스트 엔드 해군 태스크 포스(East End Marine Task Force)의 파트너 기관과 

함께 ‘블루 트라이덴트 작전(Operation Blue Trident)’에 참여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도심 지역의 관문지로서의 이스트 엔드 지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해 주신 주정부에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훈련 및 워크샵을 통해 

파트너 기관과의 기술 및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롱아일랜드 보호 역량을 강화하며, 

훈련이 이루어지는 지역의 주민들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것입니다.”  

 

Patrick Ryder 나소 카운티 경찰국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중 관할 블루 

트라이덴트 작전(Blue Trident Operation)은 뉴욕주 항해법을 준수하여 환경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을 위해 광범위한 수로의 전반적인 보안 및 안전을 개선합니다. 

수로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 및 노력해 주신 관련 기관 모두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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