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년 12월 5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주정부의 테러 방지 능력 강화 및 현재의 테러 위협에 대한 방어 강화를 

위해 자문 위원으로 활동할 테러 방지 대책 주요 전문가 명단 발표  

  

정책 및 의사 결정에서 주정부 시정 방침 연설(State of the State Address) 및 예산 

연설(Budget Address)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최초의 고수준 보안 권고안  

  

George W. Bush 대통령의 전임 백악관(White House) 국토 안보 보좌관직을 역임한 

Kenneth L. Wainstein 씨, 뉴욕시 경찰청(New York City Police)의 전임 경찰청장인 

Raymond W. Kelly 씨, Barack Obama 대통령의 전임 백악관(White House) 국토 안보 

보좌관인 Lisa O. Monaco 씨 등이 포함된 전문가 그룹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데이비스 포크 앤 워드웰(Davis Polk & Wardwell) 

사의 파트너이자 George W. Bush 대통령의 전임 국토 안보 보좌관직을 역임한 Kenneth 

L. Wainstein 씨가 의장을 맡은 테러 방지 대책 자문위원회(counterterrorism advisory 

panel)가 출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자문위원회(advisory panel)에는 또한 David Dinkins 

시장과 Michael Bloomberg 시장 재임시 뉴욕시 경찰청(New York City Police)의 전임 

경찰청장인 Raymond W. Kelly 씨 및 Barack Obama 대통령의 전임 국토 안보 보좌관인 

Lisa O. Monaco 씨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 위원회의 의장직을 수락한 후, Wainstein 

씨는 즉시 주정부의 테러 방지 자산, 당국, 전반적인 효과성 등에 대한 심층적인 평가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뉴욕주 전 지역의 테러 방지 기관 사이의 조정 강화 및 뉴욕주 전 

지역의 공항, 교량, 터널, 기타 주요 자산의 보안 강화를 위한 권고안이 될 것입니다. 이 

권고안은 Kelly 씨 및 Monaco 씨와 협력하여 작성한 후, 주지사의 2018 년 시정 방침 

연설(2018 State of the State address)과 2018 년 예산 연설(2018 Budget address) 시에 

주지사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최초의 권고안을 전달한 후, 위원회는 최초의 권고안의 

실행 계획을 개발하고, 오늘날의 테러리스트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주정부의 대비 

태세를 더 깊이 연구하며, 우리의 테러 방지 프로그램의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타의 

가능한 제안을 개발하는 둥의 중요한 작업을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자유와 평등의 

상징이며, 이 풍요로운 유산 덕분에 우리는 이러한 가치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표적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해치려는 사람들의 진화하는 전술에 대한 보안 조치를 

적용하기 위해 우리가 노력하고 있을 때, 경계를 유지하기 위한 우리의 활동을 지원하는 

세계 3 대 테러 방지 대책 전문가들을 우리가 보유한 것은 대단한 행운입니다. 저는 뉴욕 

주민들을 안전하게 지키는데 도움을 주신 과거와 미래의 노력에 대해 Wainstein 씨, Kelly 

씨, Monaco 씨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분들의 권고안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주정부 기관 및 당국은 자문 위원회(advisory panel)의 검토를 위해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관의 지도자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입니다.  

• 뉴욕주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New York State 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의 Roger Parrino 커미셔너  

• 뉴욕주 경찰청(New York State Police)의 George P. Beach II 경찰청장  

• 뉴욕주 육해군 사무국(New York State Division of Military and Naval 

Affairs)의 군무국장인 Anthony German 소장  

• 뉴욕뉴저지항만청(Port Authority of New York and New Jersey)의 Rick 

Cotton 집행 이사  

•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의 Joseph 

Lhota 청장  

• 뉴욕주 교통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의 Paul 

Karas 커미셔너  

• 뉴욕주 스루웨이 관리청(New York State Thruway Authority)의 Matthew 

Driscoll 집행 이사  

  

이 위원회는 또한 국토 안보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정부, 주정부, 연방정부 

공무원들과도 상의할 것이며, 기존의 보안 대책 평가 및 주정부의 국토 안보 대책의 

기초가 되는 기타 정책 및 자료에 대한 완전한 접근 권한을 갖게 됩니다.  

 

테러 방지 대책 자문위원회(Counterterrorism Advisory Panel)  

  

Wainstein 씨는 George W. Bush 대통령의 국토 안보 보좌관직을 비롯하여 20 년 동안 

주요 국가 안보 분야에서 국민을 위해 봉사해 왔습니다. 그는 수없이 민감한 국가 안보 및 

형사 집행 문제들을 다룬 연방 수사국(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FBI)의 법률 고문 

그리고 Robert Mueller 국장의 수석 보좌관으로 근무하기 전에 1989 년 뉴욕 남부구와 

컬럼비아 특별구에서 연방 검사로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연방 수사국(FBI)에서 근무한 

후, 그는 연방정부의 법무부(Justice Department) 고위직에 두 번 지명되어 

근무했습니다. 처음에는 워싱턴 DC에서 미국 연방 검사로, 그리고 두 번째는 법무장관을 

위해 일하는 최초의 국가 안보 보좌관으로 근무했습니다. 그 직분을 수행하면서 그는 

법무부(Justice Department) 산하 국가 안보국(National Security Division) 설립, 이 

부서의 법 집행과 안보국 보안 요원 및 자산의 통합, 정보기관(Intelligence Community) 

산하 기관들의 운영 조정 등을 감독했습니다. 2008 년 Wainstein 씨는 George W. Bush 



 

 

대통령의 국토 안보 보좌관으로 지명되었습니다. Wainstein 씨는 재임 기간 동안 미국의 

테러 방지 대책, 국토 안보, 인프라 보호, 재난 대응, 복구 활동 등을 조율했습니다. 그는 

현재 데이비스 포크(Davis Polk) 사의 소송 부서(Litigation Department) 파트너입니다. 

Wainstein 씨의 전체 이력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 경찰청장으로 근무한 14 년을 포함하여 50 년간 시민을 위해 봉사한 Kelly 씨는 

법 집행 분야에서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존경받는 지도자 중 한 명입니다. Kelly 씨는 

2002 년 1 월 Michael Bloomberg 시장이 경찰청장으로 임명했습니다. Kelly 경찰청장은 

뉴욕시 역사상 재임기간이 가장 긴 경찰청장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의 별도 재임 

기간에도 그 지위를 최초로 계속 유지했습니다. 그는 또한 1992 년부터 1994 년까지 

David N. Dinkins 시장 재임기간 중에도 경찰청장으로 재직했습니다. 베트남 참전 

용사이자 미 해병대 예비군(U.S. Marine Corps Reserve) 대령으로 30 년간 근무한 후 

은퇴한 그는 베어 스턴스 앤 컴퍼니 주식회사(Bear, Stearns & Co. Inc.)의 세계적 기업 

보안 담당 수석 전무 이사로 재직했으며 그 이전에는 미국 세관(U.S. Customs Service)의 

커미셔너를 역임했습니다. 1996 년부터 1998 년까지 Kelly 커미셔너는 미국 재무부(U.S. 

Treasury Department)의 차관으로 재직했습니다. 또한 Kelly 씨는 행정 위원회(executive 

committee)에서도 근무했으며 1996 년부터 2000 년까지 국제 경찰 조직인 인터폴 

미국지부(Americas of Interpol)의 부국장으로 선출되어 재직했습니다. 1994년에는 

아이티의 인터폴 모니터스(International Police Monitors) 디렉터로 근무했습니다. 그는 

뉴욕시 경찰청(New York City Police Department, NYPD)의 43 년된 베테랑 경찰입니다. 

Kelly 청장은 맨해튼 칼리지(Manhattan College)에서 경영학으로 학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세인트 존스 대학교 법학대학원(St. John's University School of Law)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뉴욕 대학교 법학대학원(New York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Law)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하버드 대학교 케네디 행정대학원(Kennedy School of 

Government at Harvard University)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프랑스 

대통령으로부터 레종 도뇌르(Legion de Honoraire) 훈장을 받았습니다. 

Ty bro Kelly 씨는 현재 위험 관리 문제와 기업 보안에 관해 고객에게 자문하는 회사인 

가디언 그룹(Guardian Group)의 사장입니다. Kelly 씨의 전체 이력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onaco 씨는 법무부(Justice Department), 연방 수사국(FBI), 백악관(White House)에서 

최고 수준의 국가 안보 담당 직책을 역임했습니다. 연방 검사 경력을 가지고 있는 

Monaco 씨는 당시 연방 수사국(FBI)의 Robert S. Mueller, III 국장의 직원이었으며 이후 

초당적인 승인 아래 미국 상원(United States Senate)이 임명하는 국가 안보 담당 

법무장관 보좌관으로 근무하면서 전국적인 테러 수사와 기소를 책임지고 

이끌었습니다. 2013 년에서 2017 년까지 백악관(White House)에서 국토 안보 

보좌관으로 근무한 Monaco 씨는 테러 공격, 대규모 총격 사건, 전염병, 사이버 보안 

사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위험에 대한 모든 국토 안보 및 테러 방지 정책의 조정과 위기 

대응 관리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녀는 현재 뉴욕 대학교 법학대학원(New York 

University Law School)에서 수석 선임연구원(Distinguished Senior Fellow)으로 그리고 

https://www.davispolk.com/professionals/ken-wainstein/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Raymond_Kelly_Bio_2017.pdf


 

 

하버드 대학교의 과학 및 국제 문제 벨퍼 센터(Harvard's Belfer Center on Science and 

International Affairs)에서 선임연구원(Senior Fellow)으로 있습니다. Monaco 씨의 전체 

이력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11 월에 주지사는 뉴욕주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State 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의 대테러실(Office of Counter 

Terrorism)에서 의심 행동 보고 프로그램 및 테러 방지 계획을 점검하기 위하여 2017년에 

뉴욕주 전 지역에서 900 곳이 넘는 기업체와 단체에서 안보작전(Operation Safeguard) 

훈련을 실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016 년에 테스트한 장소보다 31 퍼센트 증가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훈련은 뉴욕주 전 지역의 모든 카운티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주지사는 또한 카운티 차원의 테러 방지 대책 및 비상사태 대비 활동을 지원하는 

220만 달러가 넘는 연방 정부 보조금 뿐만 아니라 항구 및 대중교통 시스템에서의 테러 

방지를 위한 보호 강화를 위해 3,900만 달러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재난시 

또는 비상사태시의 대처 방법에 대해 대중들을 교육하는 주정부의 시민 대비 단체 

프로그램(Citizen Preparedness Corps program) 프로그램도 올해 초 중요한 이정표를 

세우며 출범했습니다. 현재까지 19만 명이 넘는 뉴욕 주민들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보안과 대비를 강화하는 이러한 유형의 활동은 테러리스트들이 공격의 빈도가 늘렸을 

뿐만 아니라 무고한 사람들을 해치는 새로운 방법을 발견함에 따라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2017 년 한 해에만 수백 명이 다수의 비겁한 행동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뉴욕시, 바르셀로나, 런던, 스톡홀름 등지에서 돌진한 

차량으로 인해 희생당했습니다. 런던, 맨체스터,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는 폭탄이 

터졌습니다. 라스베이거스, 텍사스, 파리에서는 대규모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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