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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뉴욕 테러 방지 대책 자문위원회(COUNTERTERRORISM ADVISORY
PANEL)의 권장사항 발표

권장사항: 주요 교통 허브에 테러 방지 조직 강화, 최신 보안 기술 분석, 테러 방지 위험
평가 및 훈련 확장, 긴급 테러리스트 작전 행동 해결, 상급 테러 방지 자문관 지정, 주 전역
테러 방지 위원회 소집
테러 방지 대책 자문위원회(Counterterrorism Advisory Panel)의 보고서는 여기에서
확인 가능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주지사가 임명한 전문가 테러 방지 대책
자문위원회(Counterterrorism Advisory Panel)가 뉴욕의 테러 방지 준비를 강화하기 위한
권장사항을 내놓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위원회는 데이비스 포크 앤 워드웰(Davis Polk &
Wardwell) 파트너이자 George W. Bush 대통령의 전 국토 안보 자문관인 Kenneth L.
Wainstein 회장, 전 뉴욕시 경찰 커미셔너 Raymond W. Kelly, Barack Obama 대통령의
전 국토 안보 자문관 Lisa O. Monaco 로 구성되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누누이 보았듯 테러리즘은 항상 존재하는
위협입니다. 우리는 극단주의자들이 우리에게 보내려는 게 무엇이든 뉴욕 주민들을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뉴욕이 처한
복잡하게 변화하는 위협에 계속해서 맞서 싸우기 위해 우리는 전국의 양당 전문가들의
권장사항을 구체적으로 시행할 것입니다.”
위원회는 뉴욕의 테러 방지 자산, 정책, 전반적 보안 자세를 예비로 평가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뉴욕의 테러 방지 노력에 대해 언급하며 특정 향상점을 권장했습니다. 주 테러
방지 기관 및 관청 간 조화 향상, 공항, 다리, 터널, 대중 모임 장소, 주 전역 기타 주요
자산의 보안 강화, 테러리스트가 특정 무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정 추가가
이에 포함됩니다. 위원회는 또한 새 상급 테러 방지 자문관을 지정하고 관련 커미셔너로
구성된 주 전역 테러 방지 위원회(Statewide Counterterrorism Council)를 설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펜 스테이션(Penn Station) 및 기타 주요 교통 허브에서 조직 강화
교통 허브는 교통량이 많이 때문에 테러리스트가 공격하기에 가장 매력적인 대상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위원회는 펜 스테이션(Penn Station) 및 존 에프 케네디(John F.

Kennedy) 및 라구아디아 공항(LaGuardia Airports)을 포함한 기타 허브의 보안과 준비를
강화할 것을 권장합니다. 권장사항에서 위원회는 법 집행 리더들이 중앙화된 지역에서
소통할 수 있고 위기 전, 도중, 후에 실시간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펜 스테이션(Penn
Station) 및 기타 허브에 최신 협력 명령 센터를 수립할 것을 요구합니다.
주 자산에서 기술 강화 분석
주 기관이 최신 기술에 접근하고 활용하여 교통 허브 및 기타 지역에서 대중을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위원회는 주정부가 신규 및 기존 보안 기술의 사용 및 효과를
검토할 것을 권장합니다. 고급 카메라, 폭발물 및 위험 물질 감지기, 드론, 폭탄 해체
로봇이 이에 포함됩니다. 또한 추가 기술을 업그레이드 또는 입수하여 최대로 보호할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위원회는 주가 휴대용 가드레일 및 장애물에 투자하여 대형 야외
행사 및 대중이 모이는 행사에서 자동차 돌진 공격을 예방할 것을 권장합니다.
테러 방지 훈련 및 위험 평가 확대
위원회는 야외 콘서트 같은 대형 행사에서 벌어진 비교적 최신 공격에 비추어 볼 때 연방,
주, 지역 법 집행 기관과 협력하여 주 전역의 그러한 장소를 평가하고 보안을 강화할
조치를 취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 활동의 일환으로 위원회는 주정부가 위험 평가, 법 집행
훈련, 대중이 모이는 대형 행사에 집중한 “레드 팀” 실습 등 기존의 테러 방지 프로그램을
강화할 것을 권장합니다.
긴급 테러리스트 작전 행동 해결
위원회는 자동 소총 액세서리 소유 또는 판매 금지, 드론 무기화 불법화, 이진 폭발물
규제에서 빠져나갈 구멍 봉쇄, 테러리스트가 공격에 쓸 트럭을 빌릴 때 감지하는 방법 등
테러 방어시설을 향상할 몇 가지 조치를 권장했습니다. 이는 입법 행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 전역 조화를 강화할 상급 테러 방지 자문관 지정
위원회는 주 전역 테러 방지 조정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사항으로 꼽았습니다. 해당
목표의 일환으로 위원회는 주지사가 상급 테러 방지 자문관을 지정하여 새 복수기관 주
전역 테러 방지 위원회(Statewide Counterterrorism Council)를 감독할 것을 권장합니다.
해당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주요 기관 및 관청(또는 지정인)의 책임자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
•
•
•
•
•

뉴욕주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New York State 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 커미셔너
뉴욕주 경찰(New York State Police) 경찰서장
뉴욕주 육해군 사무국(New York State Division of Military and Naval Affairs)
부관참모
뉴욕뉴저지항만청(Port Authority of New York and New Jersey) 집행 이사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청장
뉴욕주 교통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커미셔너

•

뉴욕주 스루웨이 관리청(New York State Thruway Authority) 집행 이사

데이비스 포크 앤 워드웰(Davis Polk & Wardwell) 파트너이자 George W. Bush
대통령의 전 국토 안보 자문관인 Kenneth L. Wainstein 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처럼 힘들 때는 공공 안전은 정부의 최우선사항이 되어야 합니다. 뉴욕 주민을
보호하려는 주지사님의 결정적 집중에 찬사를 보내며 테러 방지 미션에 헌신하고
위원회의 작업에 협조하는 뉴욕 법 집행 커뮤니티에 찬사를 보냅니다. 뉴욕은 대비
면에서 오랫동안 리더 자리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화하는 위협에 맞서려면
항상 테러 방어시설을 향상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권장사항으로 주정부가
그렇게 할 수 있게 도울 것이라고 믿습니다.”
Raymond W. Kelly 전 뉴욕시 경찰(New York City Police)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 우리는 나라를 해치려는 자들의 진화하는 위협에 처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안보 조치를 지속적으로 채택하여 적절히 준비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공공 안전에 헌신하시고 우리와 함께 작업하여 뉴욕 주민을
안전하게 지키려는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Barack Obama 대통령의 전 국토 안보 자문관인 Lisa O. Monaco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근의 사건을 비추어 볼 때 우리 나라는 반드시 우리가 처할 수도 있는 모든 위협에
적절히 싸울 수 있게 대비해야 합니다. 우리 환경은 지속적으로 진화합니다. 주정부는
반드시 안보 조치를 채택 및 확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Cuomo 주지사 및 행정부는
훌륭하게 뉴욕을 지키고 있으며 나머지 지역을 위한 모델 역할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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