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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첼시에서 발생한 폭발 이후, 경계 속에서 뉴욕 메트로폴리탄 전 지역에 

1,000명의 제복 착용 경찰관을 배치하라고 주립경찰과 주방위군에게 지시 

 

Cuomo 주지사는 또한 철저한 검사 후에 No. 1, E 및 F 라인의 서비스가 복구되었고; 

MTA 및 PATH 시스템의 구조적 손상으로 입은 피해는 없으며, 모든 열차가 일정대로 

운행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장을 시찰하는 Cuomo 주지사의 사진은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토요일 밤 첼시에서 발생한 폭발 후속 조치로 요주의 

지역을 대상으로 한 경계 속에서, 뉴욕주 전 지역에 추가로 1,000명의 제복 착용 

경찰관을 배치하라고 주경찰과 주방위군에게 오늘 지시했습니다. 주지사의 지시로, 

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 New York State Police, 
National Guard, 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Port Authority of New York and 

New Jersey를 포함한 뉴욕주 기관들은 경계 근무가 강화된 상태로 유지될 예정입니다. 

 

주지사는 또한, 철저한 검사 후에, MTA (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및 PATH 

(Port Authority Trans-Hudson) 열차 서비스가 복구되었고, 두 시스템 모두 구조적 

손상으로 인한 피해는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E, F 라인을 달리는 모든 열차는 23rd street 

역을 우회할 것이며, No. 1 라인을 달리는 열차는 23rd 또는 28th street 역에서 정차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지사는 오늘 아침 폭발현장을 방문하였고, 뉴욕주 교통 공무원들과 

지하철 시스템을 시찰하면서 현장에서 최신 정보를 발표했습니다.  

 

“뉴욕주민과 뉴욕주를 방문하시는 분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일이 가장 첫번째로 시급한 

일입니다.” 라고 Cuomo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철저한 검사 후에, 열차 서비스는 

복구되었으며, 우리는 지역 및 연방 공무원들과 이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긴밀하게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높은 수준의 경계 속에서, 우리는 시 전역의 

요주의 지역을 대상으로 한 보안을 강화하면서, 모든 뉴욕주 기관들이 경계근무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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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lice Department는 제복 경찰과 사복 경찰의 근무를 강화했으며, 경찰견 팀과 응급 

서비스부서로 인해 보안이 강화된 것을 알아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추가 보호 대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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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에서의 가방 불심 검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https://www.flickr.com/photos/governorandrewcuomo/albums/72157670714015894


막후에서는 이 지역 전체에 물샐틈 없는 보호망을 확보하기 위해 MTA Police 

Department, MTA New York City Transit security, MTA Bridges and Tunnels 경찰관들이 

첩보를 공유하고, 그들의 대응을 다른 경찰 및 보안 기관들과 조율합니다. 형사들은 

필요에 따라 첩보를 감시하며 전파하고 있습니다. 

 
PATH 
 

이전에 발표된 바와 같이, 23rd Street와 6th Avenue에 대한 PATH 서비스는 터널 

공사를 계속 할 수 있도록 주말동안에는 중지되었습니다. 토요일 저녁 도심 밖 터널 안에 

작업자들이 있었고, 이 당시에 터널은 승객에 대한 서비스가 안전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3rd Street에 대한 PATH 서비스는 월요일 오전 5시에 재개될 

예정입니다. Port Authority Police Department는 모든 Port Authority 시설에서 고시도 

순찰을 강화시켰습니다.  

 

“무언가를 발견하면, 알려주세요” 

 

뉴욕주민들은 주변 지역을 잘 살피시고 의심스런 행동이 보이면 신고해주십시오. 이 

신고 내용은 New York State Intelligence Center에 있는 Counter Terrorism Center 

테러리즘 팁 라인: 1-866-SAFENYS (1-866-723-3697)로 전화하시거나, 

ctcenter@nysic.ny.gov로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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