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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중동의 긴장 격화에 따라 뉴욕 주요 인프라 지점의 보안 강화  

  

뉴욕시 공항에 주 방위군(National Guard) 배치  

  

뉴욕주 국토안보부(Stat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및 기타 기관에 보안 

강화 및 경고 태세 유지 지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시 공항에 주 방위군(National Guard)을 배치하는 

등 중동에서 긴장이 격화하는 가운데 중요한 인프라 지점의 보안을 강화하도록 주 공공 

안전 및 비상 대응 기관에 지시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근 국제적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자연스레 

일부에서 불안이 야기되었습니다. 그리고 뉴욕은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지 않지만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는 차원에서 저는 주 방위군(National Guard) 및 주정부 기관에 

주요 인프라에서 보안 수준을 강화하고 순찰을 늘릴 것을 지시했습니다. 우리는 전국 

최고의 비상 대응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대비하고 있으며, 

모든 사람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관련 정보를 지방 자치단과 일반 대중에게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입니다."  

  

뉴욕주 경찰(New York State Police)은 뉴욕주 정보 센터(State Intelligence Center)를 

통해 주 전역의 모든 법 집행 기관에 공유될 테러 대응 브리핑을 준비할 것입니다. 

브리핑에는 상황에 대한 업데이트를 포함, 뉴욕주에 미칠 영향, 의심스러운 활동의 지표 

등이 포함됩니다. 사건이 확인될 경우 브리핑의 내용이 업데이트됩니다.  

  

공공 서비스부(Department of Public Service)는 뉴욕주의 모든 전기, 천연 가스, 전화 및 

수도 시설과의 소통하여 사이버 및 물리적 보안에 대해 인지하고 경계 수준을 높이도록 

지시했습니다.  

  

뉴욕주 전력청(New York Power Authority)은 모든 공공 시설에 대한 점검 및 순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뉴욕주 정보 기술 서비스청(New York State Office of Information 

Technology Services)은 모든 사이버 보안 세부 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국토안보국(State Division of Homeland Security)의 사이버 사건 대응팀(Cyber 

Incident Response Team)은 뉴욕주 정보센터(State Intelligence Center)와 협조하여 

공공 및 민간 파트너들이 일상 업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지속적인 경계를 유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기존의 보고 메커니즘을 통해 의심스러운 사이버 활동을 보고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은 모든 취약성 평가를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기관 및 기업에 연락할 

것입니다.  

  

또한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MTA)은 최근 

국제적인 사건 발생 이후 정례적인 동적 보안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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