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년 11월 9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뉴욕주 테러리즘 대응에 연방 정부 보조금 3,900만 달러 이상 지원 

발표  

 

보조금 지원으로 이미 운송 시스템과 항구 안보 유지를 위해 시행 중인 대테러 활동을 

강화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주 전역의 대테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뉴욕주에 

3,900만 달러 이상의 연방 기금이 지원되었음을 발표하였습니다. 

연방재난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이 지원한 이번 기금은 

테러로부터 교통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 주정부 및 연방 사법집행기관 간에 

이미 시행 중인 주요 활동을 강화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기금을 확보함으로써 뉴욕주에서 삶을 

영위하고, 일하고, 뉴욕주를 방문하는 이들의 안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대테러 이니셔티브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뉴욕주의 안보 활동과 

관련된 뉴욕 주민에게 일류 장비를 제공하며, 뉴욕주에 위해를 가하려는 이들로부터 

주를 보호하기 위해 인프라를 강화할 것입니다.”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 DHSES)의 Roger L. Parrino, Sr.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가 

국경, 수로 및 운송 허브를 따라 위치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기금은 뉴욕주가 직면한 테러리즘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의 안전을 유지하는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교통 시스템 보호에 2,090만 달러 이상 지원  

 

뉴욕주 메트로폴리탄 교통청(New York State 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에 

지원되는 2,090만 달러 이상의 보조금은 테러리스트 공격에 특히 대비하도록 교통 

인프라 보안 활동을 직접 지원할 것입니다. 지원금은 연방 교통 안전 보조금 



프로그램(Transit Security Grant Program)의 일환으로 인프라, 계획, 교육 및 훈련 

활동을 강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항구 보호 및 보안 활동에 1,810만 달러 지원  

  

경쟁 보조금이 항만 보안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항만 당국, 시설 운영자, 주정부 및 

지자체 간의 교통 인프라 보안 활동, 시설 보안 계획에 자금을 지원합니다. 이번 

보조금은 항구 전반의 증가하는 위험 관리 활동, 탐지 범위 확대, 교육 및 훈련, 항구 

복구 및 복원 역량을 증진하도록 지원하며, 아울러 사제폭발물(improvised explosive 

devices) 및 비재래식 무기(non-conventional weapons)와 관련된 공격을 방지, 탐지, 

대응 및 피해를 복구하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합니다.  

  

보조금 수령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만 지역  보조금 수령 대상:  
2017 회계연도 

지원금  

롱아일랜드 

해협  

뉴욕주 환경보존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565,000달러  

롱아일랜드 

해협  
스미스타운  282,312달러  

뉴욕, NY 및 

NJ  
HNY (Hornblower) Ferry, LLC  24,375달러  

뉴욕, NY 및 

NJ  
나소 카운티, NY  64,650달러  

뉴욕, NY 및 

NJ  

뉴욕시 교통부(New York City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643,450달러  

뉴욕, NY 및 

NJ  

뉴욕시 소방서(New York City Fire 

Department, FDNY)  
5,246,364달러  

뉴욕, NY 및 

NJ  

뉴욕시 경찰서(New York City Police 

Department)  
10,834,038달러  

뉴욕, NY 및 

NJ  

뉴욕주 환경보존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25,000달러  

뉴욕, NY 및 

NJ  

뉴욕주 육해군 사무국(New York State 

Division of Military and Naval Affairs)  
138,750달러  

뉴욕, NY 및 

NJ  

  

Ports America, Inc.  

  

343,125달러  

  



합계    
18,167,064달러  

  

  

  

연방 상원의 Charles E. Schumer 소수당 원내 총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ISIS의 영향을 받은 테러 공격이 점점 더 빈번해짐에 따라, 뉴욕시와 같은 

유명한 테러 목표는 미리 이를 예방해야 하며, 또 강력하게 보호되어야 합니다. 연방 

보안 기금은 테러 위협에 대비하는 효과적인 준비 및 예방의 초석이며, 지역 

사법집행기관이 뉴욕 주민의 안전과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뉴욕시의 대테러 기금을 강력하게 후원해 왔습니다. 이러한 기금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또 뉴욕주를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입니다.”  

  

상원의원 Kirsten E. Gillibrand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001년 9/11 테러의 희생자를 

추모하고 긴급상황 대처자의 영웅적 활약을 기억하면서, 뉴욕주 항만 및 교통 시스템의 

안전을 유지하여 언제 어디서나 테러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이번 자금은 교통 인프라 

테러 위협으로부터 뉴욕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자자체, 주정부 및 연방 사법집행기관의 

중요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José E. Serrano 연방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9/11 테러는 이와 같은 비극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상황 대처자에게 투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세출위원회(Appropriations Committee)의 선임 의원으로서 

대테러 활동에 늘 상당한 자금을 할당해 온 이유입니다. 연방 기금 덕분에 뉴욕 주민은 

주정부가 교통 시스템 및 항만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중요하게 생각해 주신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Jerrold Nadler 연방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9/11 테러는 뉴욕시와 주 및 미국 

전체에 대한 테러와 항상 존재하는 보안 위험에 대한, 뉴욕 주민 및 미국인으로서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주로 위협받는 부분 중 하나는 교통 인프라입니다. 

공격에 취약한 지역인 항만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오랫동안 촉구해 왔습니다. 

9/11 테러로 잃어버린 생명과 수천 명의 희생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대테러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이 연방 기금을 확보해 주신 주지사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하원의원 Carolyn B. Maloney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끊임없이 경계를 늦추지 않는 

도시로서, 뉴욕은 주민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이 기금이 필요합니다. 이번 보조금은 

긴급상황 대처자가 뉴욕주의 어떤 위협에도 대응할 준비를 갖추기 위한 주요 

요소입니다. 뉴욕은 최고 수준의 지원을 누릴 자격이 있으며, 대테러 및 비상 사태 대응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연방 기금을 확보하게 되어 기쁩니다.”  

  



Gregory W. Meeks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9/11의 피해를 기억하고 

희생된 이들을 기리며 Cuomo 주지사님과 함께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3,900만 달러의 

연방 기금을 발표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보조금은 교통 허브의 

안전을 유지하고 탐지, 예방 및 대응 역량을 향상시킵니다. 뉴욕 주민의 안전과 안보는 

최우선 사항이어야 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세계적 테러 위협에 직면한 지금 이러한 

기금은 시의적절하며 필수적입니다.”  

  

Joe Crowley 연방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주민의 안전을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며, 이번 연방 기금은 현재 진행 중인 대테러 작전에 매우 중요합니다. 

운송 네트워크는 뉴욕시의 생명선입니다. 인프라를 보호 및 강화하기 위해 기관에 

자원을 지원해 주신 Cuomo 주지사님의 역할에 감사드립니다.”  

  

Sean Patrick Maloney 연방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테러리즘으로부터 이웃을 

지키기 위해서는 경계를 늦추지 않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역사회의 안전을 

유지하려는 주지사님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메트로 노스(Metro-North)와 같은 중요한 

인프라는 테러의 대상이 되기에 안전을 유지하는 데 적극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Adriano Espaillat 연방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MTA는 시의 생명선입니다. 

많은 뉴욕 주민들이 유일한 교통 수단인 지하철에 의존합니다. 좋아하는 도시를 

이동하는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운송 인프라 보호에 2,090만 

달러를 투자하고, 테러 위협으로부터 항만을 보호하기 위해 1,810 만 달러를 투자해 

주신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뉴욕 주민은 물리적 공간과 주민이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테러 공포 없이 통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Joe Lhota MTA 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은 MTA가 뉴욕 주민의 

안전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약 2,100만 달러의 연방 보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엄청난 리더십을 발휘해 주셨습니다. 정말입니다. 이 교부금은 테러리즘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지원할 것입니다. 이 중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해 주신 연방 

정부 파트너에 찬사를 보냅니다. 고객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MTA가 하는 일의 

핵심이며, 대테러 교육 지원이 늘어남에 따라 MTA가 지역 전체의 경제적 중추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 소개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HSES)과 산하 4개 사무국– 비상관리(Emergency 

Management), 화재 예방 및 통제(Fire Prevention and Control), 상호운용 및 비상 

통신(Interoperable and Emergency Communications) 및 대테러(Counter Terrorism)–은 

테러, 기타 인간에 의한 재난 및 자연 재난, 위협, 화재, 기타 비상사태 등을 방지하고, 

그로부터 보호하고, 그것을 위해 준비하고, 그것에 대해 대응하고, 그것으로부터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위해 지도력, 조정 및 지원을 제공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DHSES Facebook 페이지를 방문하시거나, Twitter @NYSDHSES, Instagram 

NYSDHSES를 팔로우 또는 www.dhses.ny.gov를 방문하여 확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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