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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리다주플로리다주플로리다주플로리다주 올랜도의올랜도의올랜도의올랜도의 비극적비극적비극적비극적 공격에공격에공격에공격에 대한대한대한대한 ANDREW M. CUOMO 지사의지사의지사의지사의 성명성명성명성명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플로리다플로리다플로리다플로리다 주민들과주민들과주민들과주민들과 연대하여연대하여연대하여연대하여 모든모든모든모든 주정부주정부주정부주정부 건물에건물에건물에건물에 조기조기조기조기 게양게양게양게양 지시지시지시지시 

 

“본인은 오늘 오전 일찍 올랜드에서 발생한 무모한 공격에 충격과 슬픔을 금할 수 

없습니다. 모든 뉴욕 주민을 대표하여 저의 생각과 기도는 이 상상할 수 없이 어려운 

시간에 희생자, 부상자 및 그들의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합니다. 뉴욕 주민들은 플로리다 

주민 및 LGBT 커뮤니티와 연대하며 본인은 이 끔찍한 대량 살인 행동에 목숨을 잃은 

분들을 기억하는 의미에서 주정부 건물에 조기를 게양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이것은 뉴욕주가 한 것처럼 연방 의회도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총기 안전 법안을 

통과시킬 필요가 있음을 상기시키는 또 하나의 끔찍한 촉구입니다. 워싱턴이 행동할 

때는 이미 훨씬 지났습니다. 
 

“지금까지의 보도는 이것이 자생적 테러 행위일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올랜도에서 발생한 공격과 뉴욕주 사이의 연계를 시사하는 구체적 첩보는 없지만 본인은 

미리 주의하는 차원에서 주 전역의 주요 포인트에 추가 보안 조치를 지시하였습니다. 

뉴욕주민들과 뉴욕주 방문객들의 안전은 우리의 첫 번째 우선순위입니다. 우리는 

경계근무를 강화하고 있고, 현지 및 연방 정부 관리들 및 우리의 법집행기관들과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향토안보비상본부향토안보비상본부향토안보비상본부향토안보비상본부 
 

DHSES는 올랜도 공격 후에 주요 지역 공공안전 관리들과 접촉하고 있습니다. 사전 예방 

조치로 DHSES Watch Center는 뉴욕주의 여러 스포츠 경기장을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대한 감시를 증가했습니다. DHSES는 대개태세에 있으며, 가급적 우리의 

공공안전 파트너들에게 정보를 전달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경찰청경찰청경찰청경찰청 및및및및 주방위군주방위군주방위군주방위군 
 

뉴욕주 경찰청과 주방위군도 뉴욕시 경찰국을 포함해 연방 관리 및 현지 법집행 

파트너들과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사전 예방 조치로, 주지사의 지시에 따라 뉴욕주 

경찰청과 주방위군은 대중 교통 허브를 포함한 주요 인프라의 경계를 강화했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추가 인력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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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저지항만청뉴욕뉴저지항만청뉴욕뉴저지항만청뉴욕뉴저지항만청 
 

올랜도 공격 이후 항만청 경찰은 이 기관 소속 교량, 터널, 철도, 월드트레이드센터 및 

기타 시설들에 대한 경계 수위를 올렸습니다. 이러한 활동에는 기관 소속 장소에서의 

순찰 강화, 가방, 버스, 트럭 및 열차 검문이 포함됩니다. 통행객들은 주의를 게을리하지 

말고 의심스런 행동이 보이면 경찰이나 다른 기관에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메트로폴리탄교통청메트로폴리탄교통청메트로폴리탄교통청메트로폴리탄교통청 
 

MTA는 전 기관에 대한 보호 조치 강화를 위해 순찰과 경계근무를 강화했습니다. MTA 

경찰서는 Penn Station과 Grand Central Terminal과 함께 Metro-North Railroad 및 Long 

Island Rail Road 네트워크에 속한 주요 역사에 제복 및 사복 경찰을 배치하였습니다. 

경찰견 팀과 중무장부대도 안보 증대를 위한 눈에 띄는 신호뿐만 아니라 추가 보호를 

위해 배치될 것입니다. 철도 이용 고객들도 강화된 순찰과 열차 승하차시 순찰 강화, 여러 

장소에서의 가방 불심 검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처럼 뉴욕 주민들은 공공 안전 위협을 시사할 수 있는 의심스러운 활동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활동을 신고할 수 있는 기관: 

 

New York State Intelligence Center를 통한 Counter Terrorism Center 

 

테러리즘 팁 라인(Terrorism Tip Line) 1-866-SAFE-NYS (1-866-723-3697) 

 
Ctcenter@nysic.ny.gov 
 

“뭔가 보이면 말하세요(If You See Something, Say Something)” 

“뭔가 보이면 보내세요(If You See Something, Send Some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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