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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4년 9월 24일 

CUOMO 주지사와주지사와주지사와주지사와 CHRISTIE 주지사는주지사는주지사는주지사는 뉴욕과뉴욕과뉴욕과뉴욕과 뉴저지에뉴저지에뉴저지에뉴저지에 대한대한대한대한 보안을보안을보안을보안을 향상시키기향상시키기향상시키기향상시키기 위해위해위해위해 BI-STATE 

양해각서에양해각서에양해각서에양해각서에 서명서명서명서명 

 

 

2개개개개 주의주의주의주의 공유공유공유공유 인프라는인프라는인프라는인프라는 공공공공공공공공 안전안전안전안전, 자산과자산과자산과자산과 상업을상업을상업을상업을 보호하기보호하기보호하기보호하기 위해위해위해위해 조정조정조정조정 된된된된 보안보안보안보안, 통신통신통신통신 및및및및 기밀정보기밀정보기밀정보기밀정보 

수집이수집이수집이수집이 필요합니다필요합니다필요합니다필요합니다 

 

 

국제 테러의 위협에 대한 새로운 세계적인 대응 방안 가운데, Andrew M. Cuomo 주지사와 Chris 

Christie 주지사는 오늘 뉴욕과 뉴저지가 테러 행위에 대해 우리 주민과 양 주의 교통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해 정보 수집 및 정보 공유를 즉시 시작하도록 하는 프로토콜을 채택했습니다. 

주지사가 서명한 양해각서는 국가, 주, 지방의 법 집행과 더불어 향상되고 조정된 테러방지계획을 

준비할 보안기관들과 함께 뉴욕에서 열린 최고수준의 보안 회의를 개최한지 9일만에 

발표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수도권 교통 허브의 보안 및 중요 인프라를 향상시키기 위해 양 주의 계약은 즉시 

효력을 발휘합니다. 다음 백일 동안, 법 집행 및 군대의 급격한 증대는 기차, 기차 정류장, 공항, 

랜드 마크, 교량 및 터널에서 가시성, 검사 및 감시를 증가시킴으로써 수도권 내에서 테러에 대항 

하도록 힘을 합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뉴욕과 뉴저지는 다음 달 합동 비상 훈련에 참여하고 

정보요원의 증가와 긴급 조정 방법을 지속적으로 평가하는데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이 우선 9월15일미국 NJ/NY 주경찰 상부와 함께 발표함에 따라 주지사는 먼저 이 MOU는 30일 

이내에 전달 될 것이며, 이는 뉴욕과 뉴저지 간의 분류 분석 및 조정계획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국토 안보부, 미국 국토 안보 고문, FBI, 뉴욕 및 뉴저지의 항만 관리위원회와 뉴욕시 시장 Bill de 

Blas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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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지역은 항상 증오와 두려움을 확산하고자 하는 테러리스트의 최우선 목표지 였습니다. 

우리는 국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은 이러한 위험을 야기시키지 않았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Cuomo 지사지사지사지사는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욕과 뉴저지는 제휴와 협력 수준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공의 안전은 가장 중요하며, 협력은 모든 가능한 위험을 

방어하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민들은 우리가 안전 지역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금주의 전세계적 사건은 극히 예민한 사안에 대한 두려움을 야기시켰습니다.”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Christie 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람과 자산이 심지어 고향이, 전 세계의 타락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여전히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것을 알기에, 우리는 보호하고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진지하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지사가 서명 한 양해 각서 (MOU)는 조정의 세 가지 주요 영역을 다룹니다: 정보 수집 및 정보 

공유 강화; 중요한 교통 인프라 보호; 뉴저지와 뉴욕 사이의 상호 법 집행력.  

 

MOU에 명시된 무엇보다도: 

• 주 정부는, 그들의 각각의 지능 융합 센터 및 국토 안보 디렉터가 도구, 기술 능력 및 상황 인식을 

개선하고 적응하며 실시간으로 실행 가능한 위협 정보에 대응하는 각 주의 능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현존하는 차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정보 교환 프로그램을 확장하여 

각각의 융합 센터 간 분석가의 로테이션을 계획 할 것입니다. 

• 중요한 교통 인프라 - 항만 교량, 터널, 항만, 공항 - 의 보호는 법 집행 발표, 가시성 및 보안 검사 

(아래에 설명)을 통해 증가됩니다.. MOU는 탁상 위의 본격적인 공동 사업에 대한 즉각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 뉴저지 주는 뉴저지 주 내에서 제한된 2개 주간의 교통 상황에서 적용하기 위해 뉴욕 주에서 법 

집행을 허용하는 행정 명령을 통과시키는 중입니다. 이 양해 각서에 서명 직후, 각 주지사는 

유사한 제한된 상황에서 뉴욕에서 적용될 뉴저지 법 집행을 위해 상호간의 이러한 권한의 확장을 

가능한 모색해야 합니다. 

 

증가된 현 방위군, 뉴욕 주 경찰, 뉴저지 주 경찰, 항만 경찰과 다양한 파트너 법 집행 기관 임원은 

공공의 안전을 극대화하고 범죄 행위로 볼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제공 할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앞으로 몇 주에 걸쳐 출시 될 기관 별 작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만항만항만항만 경찰경찰경찰경찰 

항만청은 공항, 교량, 터널, 항만 터미널 및 조지 워싱턴 다리 버스 정류장, PATH, 세계 무역 센터와 

항구에서 PAPD의 활동 범위를 증가하고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또한 PAPD 자원을 배치하고 

보안검사의 빈도와 PAPD의 가시성을 증가시킬 것이며, 이는 가방검사와 열차 승하차 검사 및 긴급 

단위순찰, k-9 순찰, 차량 점검 및 카운터 테러 와 카운터 감시노력, 이와 같은 다른 조치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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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게 되며, 최고보안책임자는 수시로 이를 결정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 PATH의 2시간가방검사, 열차 체크 및 가방검사의 증가. 가방 검사의 숫자가 기록될 것입니다. 

• 기차 승하차의 PATH를 확인합니다. 숫자는 기록됩니다. 

• 긴급 서비스 유닛(Emergency Service Unit)은 중화기를 들고 매일 , 오전과 오후로 순찰을 

지시했습니다.. 

• JFK ESU 트럭, 감독 순찰. 

• 매일 K-9는 아침저녁으로 가시적인 순찰을 지시했습니다. 

• 항만 경찰국은 중화기의 가시성을 유지하기 위해; 측면, 인테리어, 외관 억제 및 JFK와 EWR의 El 

Al에서 측면에 램프를 사용했습니다. 

• 오전과 오후의 러시아워 시간대에 가시적으로 다양한 건널목에서 차량 검사 트럭 검사. 

• CIB에 오전 오후로 두 개의 추가 카운터 감시형사가 배치; 특히 PATH, PABT, WTC과 건널목. 

• LGA에 추가적인 순찰차 및 높은 가시성 검사를 오전 오후로 추가. 

• PABT는 두 개의 높은 가시성 경고문을 오전 오후에 추가했습니다. 

• PATH의 카운터 테러 유닛은 다양한 역에서 수행. 

• NYSP, NJSP 연방 및 지역 파트너들과 협력 하며 양 주는 PA 시설에서의 동원훈련을 증가. 

주주주주 방위군방위군방위군방위군 

방위군의 합동 태스크포스 - 제국의 방패는 총 500명의 군인까지 현재 병력보다 2배 증가될 

것입니다. 태스크 포스는 밀접하고 눈에 띄게 뉴욕 경찰 대테러 유닛, AMTRAK 경찰, 및 기타 다양한 

도시 및 주 법 집행 기관과 함께 일할 것입니다. 

 

뉴욕뉴욕뉴욕뉴욕 주주주주 경찰경찰경찰경찰 

뉴욕 주 경찰은 과거에 드물게 시행되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절대 없었던 일인 기차 플랫폼과 기차 

자체에 뉴욕 주 경찰을 배정했습니다. 또한, MTA 경찰서와 함께, 주 경찰은 Washington 항구, 

Hempstead, Long Beach, West Hempstead, Babylon, Montauk, Oyster Bay, Port Jefferson, Ronkonkoma, 

Far Rockaway 그리고 Long Island Rail Road의 City Terminal Zone branches와 북부 철도의 Hudson과 

Harlem 라인을 단속 합니다. 

 

뉴저지뉴저지뉴저지뉴저지 주주주주 경찰경찰경찰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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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주 경찰은 다음을 중요하게 여길 것입니다: 인프라, 교량 횡단 및 대중 교통 허브를 

확보하기 위해 항공 및 해양 자산을 재배치; 기밀정보 기반 위협의 자세한 사항을 지원하는 

파트너가 현지 법 집행 기관과 협력하여 경찰력 배치를 증가; 특정 중요 인프라의 가시성을 높이기 

위해 Mobile Overt Deployment 팀의 배치를 증가시킵니다. 

 

메트로폴리탄메트로폴리탄메트로폴리탄메트로폴리탄 교통청교통청교통청교통청 

MTA는 대형 역에서 사복경찰 근무를 30-50%까지 늘릴 것이며 무작위 가방검사를 증가시키며, 

높은 볼륨 역에 30~50%에 의해 제복을 입은 장교의 존재를 증가는 무작위로 가방 검사와 역과 

터미널의 주변 및 차도 검사 그리고 Long Island Rail Road, Metro-North Railroad, New York City 

Transit, 다리와 터널 그리고 Lower Manhattan Security Initiative command centers에 걸친 높은 목표 

지역에서 보안 비디오를 모니터링 감시합니다. 

 

뉴저지뉴저지뉴저지뉴저지 교통교통교통교통 경찰경찰경찰경찰 

뉴저지 교통 경찰은 기차, 버스 그리고 기차역 등에서 법 집행 가시성을 높이고, K9 배치와 무작위 

가방검사, 기차의 유지보수 과정을 증가시킬 것입니다. 

 

이 협약은 또한 뉴욕과 뉴저지가 보안 프로그램을 확장시키고 더욱 많은 자원을 시민들에게 

“뭔가를 보았다면 뭔가를 말해주십시오”에 대해 교육시키는데 사용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양 주의 그룹에 참여하는 기관으로는 뉴저지 주 경찰, 국토 안보부 및 대비 뉴저지 사무실, 뉴저지 

교통부, 뉴저지 주 방위군, 뉴욕 국토 안보부 및 응급 서비스부, 뉴욕 및 뉴저지 항만 당국, 뉴욕 주 

경찰, 뉴욕 경찰국, 메트로폴리탄 교통 당국 경찰, 뉴욕 방위군 및 다른 법 집행 기관과 공공 안전 

기관을 포함합니다. 다양한 기관으로 구성된 그룹은 FBI의 합동 테러 태스크 포스(JTTFs)와 함께 

일할 것입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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