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년 10월 31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로어맨해튼에 발생한 테러 공격 이후 안전조치 강화 발표  

  

주지사는 공항, 교량, 터널, 대중교통 시스템을 포함하여 이목을 끄는 장소의 보안 강화를 

지시  

  

원월드 무역센터, 붉은색, 흰색 및 파란색 조명으로 자유와 민주를 기념  

  

  

Andrew M. Cuomo 주지사는 로어맨해튼(Lower Manhattan)에서 발생한 테러공격 이후 

오늘 뉴욕주 경찰청(New York State Police), 주 방위군(National Guard),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 

메트로폴리탄 교통관리국(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및 뉴욕 뉴저지의 

항만청(Port Authority of New York and New Jersey) 등 주 기관들에 공항, 교량, 터널 및 

대중교통 시스템 등 이목을 끄는 장소의 보안 강화 지시를 발표하였습니다. 인구 고밀도 

지역과 많은 대중이 몰리는 공공 장소에는 추가 인력이 배치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방 

조치이며 진행 중인 위협에 대한 특정 정보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Cuomo 주지사는 원월드 무역센터(One World Trade Center)에 붉은색, 흰색 및 

파란색 조명을 비추어 자유와 민주를 기념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뉴욕에서 발생한 공격에 깊은 슬픔을 느끼며 

모든 뉴욕시민과 함께 오늘 무고하게 생명을 빼앗긴 사람들을 애도합니다. 뉴욕은 

국제적으로 자유와 민주의 상징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생활방식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공격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제가 뉴욕시민들에게 안심시키고 싶은 것은, 

오늘의 공격에서 여러 명과 관련된 대규모 음모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점입니다. 예방 

차원에서 우리는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이목을 끄는 장소와 대중이 몰려있는 

곳의 보안 수준을 격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뉴욕주 경찰청, 항만청 경찰서(Port Authority 

Police Department), 뉴욕 경찰서(NYPD), 뉴욕시 소방서(FDNY) 및 매일 목숨을 걸고 

직무를 수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모든 뉴욕시민이 공포심을 가지지 

말고 하던 일을 계속하며 자신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뉴욕주 경찰청 및 주 방위군  

뉴욕주 경찰청과 주 방위군도 뉴욕시 경찰서를 포함한 연방 정부 관원 및 현지 법 집행 

협력기관들과 접촉하고 있습니다. 주지사의 지시에 따라 예방 조치로 뉴욕주 경찰청과 

주 방위군은 추가 자원을 배치하였으며 교통 중심 등 대중들이 많이 몰리는 장소와 중요 

시설의 감시를 강화하였습니다.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 DHSES)  

DHSES는 로어맨해튼 공격이 발생한 이후 지방 공공안전을 책임진 주요 관원들과 

접촉하였습니다. 예방조치 차원에서 DHSES 감시센터는 강화한 감시 모드에 들어가 

대중들이 많이 모이는 여러 장소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였습니다. DHSES는 작전 태세에 

들어가 주 전역의 공공안전 협력기관들에 필요한 정보를 전달할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뉴욕뉴저지항만청 (Port Authority of New York & New Jersey)  

항만청 경찰서는 산하의 모든 교량, 터널, 철도, 세계 무역센터 및 기타 시설들에 대한 

경계수위를 올렸습니다. 해당 조치에는 기관 소속 장소에서의 순찰 강화, 가방, 버스, 

트럭 및 열차 검문이 포함됩니다. 여행객들은 경각성을 높이고 모든 의심스러운 행위는 

경찰이나 다른 기관에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메트로폴리탄교통청(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M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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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서는 펜실베이니아 역(Penn Station)과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Grand Central 

Terminal)과 메트로 노스 철도(Metro-North Railroad) 및 롱아일랜드 철도(Long Island 

Rail Road)망의 주요 정거장에 정상근무 직원과 사복 요원들을 배치하였습니다. 경찰견 

팀과 중무장 분대도 안전 수위가 높아지는 분명한 징조가 보이면 추가 투입될 것입니다. 

철도 이용 고객들도 강화된 순찰과 열차 승하차 시 순찰 강화, 여러 장소에서의 가방 불심 

검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은 MTA 경찰서, MTA 뉴욕시 지하철 보안 및 MTA 교량 및 터널 담당자가 

중요 정보들을 공유하고 다른 경찰서와 보안 기관과 조율하여 위협에 대응하여 전체 

지역에 대한 촘촘한 보호망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생합니다.  

  

뉴욕주 경찰청과 뉴욕주 방위군 요원들은 주요 MTA 지점에서 1년 이상 근무합니다. 

그들은 이런 장소의 보안을 도우며 사람들에게 당국이 대중 안전에 전념하고 있음을 

확신시키고 있습니다. MTA는 시설 내에서 진행하는 대형 공공행사와 주변을 자세히 

감시하고 그곳에서 발생하는 일들에 높은 경각성을 유지할 것입니다. 

  

MTA는 뉴욕 지하철과 버스 안전을 위해 NYPD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MTA 교량 

및 터널 담당자는 뉴욕시에 있는 7개 교량과 2개의 터널 안전을 위해 감시 카메라와 

기타 기술들을 이용해 감시하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발견하면, 알려주세요” 

뉴욕주민들은 주변 지역을 잘 살피시고 의심스러운 행위가 보이면 신고해주십시오. 

뉴욕주 정보센터의 테러대응중심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테러대응팁 상담전화:  

1-866-SAFENYS (1-866-723-3697); 또는 이메일: ctcenter@nysic.ny.gov.  

  

또한, 뉴욕시민들은 스마트폰으로 ‘See Something, Send Something’이라는 앱을 

내려받아 잠재적인 위협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y.gov/programs/see-something-send-something을 방문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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