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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명령 

 

통근 열차, 버스 및 페리에서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뉴저지 및 코네티컷 경찰관을 철도 경찰관으로 

임명하기 위한 비상 선언 

 

2010년 11월 연휴 자생적인 극단적 폭력주의자가 오리건주 포트랜드 트리 조명행사를 

폭파하려던 음모, 2010년 12월 스웨덴 스톡홀름의 크리스마스 쇼핑객들로 가득한 시장에 

자살폭탄테러럼의 공격, 2010년 12월 연휴 시즌 동안 영국에서 공격 감행 음모를 기획하던 12인 체포로 

증명되었듯이 하누카(Hanukkah), 크리스마스 이브, 크리스마스, 새해 이브를 포함한 연휴 시즌은 

미국에 다수의 사망자를 발생시키고 경제적 및 심리적 피해를 극대화할 목적으로 테러리스트들이 공격 

계획 시 의미 있고 상징적인 날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테러리스트 공격의 위험이 증가하고 경보 

수위가 고조되는 시기이고, 카이저 빌헬름 기념 교회(Kaiser Wilhelm Memorial Church) 옆의 크리스마스 

시장에 모여있던 군중을 향해 트럭을 몰았던 베를린의 2016년 12월 공격, 그리고 2016 년 섣달 그믐날 

기념 행사에서 39 명이 사망당한 이스탄불에서 일어난 2016년 나이트 클럽 공격 때문에, 그리고  

  

뉴욕주는 테러리스트들이 뉴욕주에 지속적인 위협을 계속 제기한 것을 보여주는 1993년 

세계무역센터 폭격, 2001년 9월 11일 세계무역센터 공격, 2003년 브루클린 브리지 음모, 뉴욕시 소재 

뉴욕증권거래소(New York Stock Exchange)와 Citigroup 센터 (Citigroup Center) 그리고 뉴저지 주 

뉴어크에 있는 푸르덴셜 플라자(Prudential Plaza)를 타겟으로 한 2004년 파이낸셜센터 음모, 2007년 

John F. Kennedy 국제공항(John F. Kennedy International Airport) 밑에 있는 탱크와 연결된 제트기 연료 

공급 탱크 및 파이프라인 폭파 음모, 2009년 5월 브롱크스 유대교 회당 및 스튜어트 공군기지(Stewart 

Air National Guard Base) 폭파 음모, 2010년 5월 Faisal Shahzad의 음모 실패, 2011년 5월 Ahmed Ferhani와 

Mohamed Mamdouh의 뉴욕시 유대교 회당 폭발 음모(당시 Ferhani와 Mamdouh는 교회 및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포함해 뉴욕시에 추가 테러 공격 대상에 대해 모의했다), 2012년 10월 Quazi 

Mohammad Rezwanul Ahsan Nafis가 로어 맨해튼에 있는 뉴욕 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 Bank) 

바깥에 1,000 파운드의 차량 폭발물을 설치하려던 계획 실패, 2012년 11월 Quazi와 그의 형제가 뉴욕 

랜드마크에서 지시한 계획 공격, 2014년 Mufid Elfgeeh 기소(그는 이슬람국가(ISIS 또는 ISIL라고도 

함)에 물질적 지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로체스터 주민) 등 테러 공격, 30 명이 넘게 부상당한 

압력밥솥 형식의 폭탄 및 추가적인 불발탄과 불발탄 장치가 포함된 2016년 9 월의 뉴욕시 공격, 렌트한 

홈 디포 트럭을 자전거 도로로 달려서 8 명을 살해하고 12 명에게 부상을 입힌 Sayfullo Siapev와 관련된 

로어 맨해튼의 2017년 10월 공격, 5 명이 부상을 당한 항만청 버스 터미널(Port Authority Bus 

Terminal)에서 Akayed Ullahat와 관련된 2017년 12월의 자살 폭탄 시도 등을 받아 왔기 때문에, 

 

뉴욕 메트로폴리탄 지역에 확인된 알려진 테러 위협은 없는 상태이지만, 이슬람국가(ISIS)를 

대신하여 라마단 달의 기간 동안 타임 스퀘어 및 뉴욕시 지하철 시스템에서 폭탄 공격 및 총격 사건을 

계획하고 있는 남자 3 명에 의한 2016년 계획, 2013년 알카에다의 토론토발 뉴욕행 열차 탈선 음모, 

2009년 뉴욕시 지하철을 대상으로 한 Zazi 음모, 2008년 Bryant Neal Vinas가 롱아일랜드철도(Long 

Island Railroad)를 공격하려는 음모, 2006년 PATH(Port Authority-Trans Hudson) 열차 터널 폭파 음모, 

그리고 2004년 맨해튼 소재 Herald Square 폭파 음모를 포함해 뉴욕 교통 시스템은 끊임없이 

테러리스트들의 타겟이 되어왔기 때문에, 테러 그룹이 표적으로 삼은 교통 시스템은 러시아의 상트 

페테르부르크 메트로(Saint Petersburg Metro)와 2017년 영국 런던의 파슨스 지하철역(Parsons Green tube 

station) 폭파 및 2005년 런던의 대중 교통 시스템과 2004년 마드리드에 대한 폭탄 테러로 더욱 

입증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십만 명의 통근자들은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 주를 대중들에게 개방된 주간 열차, 버스 및 

페리 시스템을 포함하는 대량 수송 수단을 이용해 이동하고 있습니다. 공공 안전을 위해 이러한 수송에 

법 집행을 강화하는 일을 신중히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2014년 9월 24일, 테러리스트들의 움직임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면서 뉴욕주와 뉴저지는 양 주 

지역(Bi-State Region)의 안보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추가 보안 조치 및 프로토콜에 합의하는 

양해각서를 통해 반테러 파트너십을 마련하였기 때문에, 

 

이슬람 국가는 꾸준히 소셜미디어 사이트를 활용하여 동조자들에게 미국 및 서방 국가에 어떤 

식으로든 공격을 감행하도록 끊임없이 부추기고 있기 때문에, 

 

2015년 11월 13일 프랑스 파리에서 테러리스트 공격이 여러 건 동시에 일어나 130 명이 

살해당하고 352 명이 부상당했고, 2015년 11월 20일 말리 바마코에서 테러리스트 공격으로 최소한 20 

명이 살해당했으며, 2016년 3월 22일 벨기에 브뤼셀의 공항과 지하철역에서 3 차례의 조직화된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하여 32 명이 살해당하고 300 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상당했고, 2016년 7월 14일 프랑스 

니스에서 프랑스 혁명 기념일(Bastille Day) 기념 행사에 테러리스트 공격을 당한 후 86 명이 살해당하고 

434 명이 부상당했으며, 2017년 3월 22일 영국 런던에서 차량 및 나이프 공격으로 웨스트민스터 

브리지(Westminster Bridge)와 국회 의사당(Parliament Building) 밖에서 5 명이 살해당하고 49 명이 

부상당했고, 2017년 4월 7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트럭 공격으로 5 명이 살해당하고 14 명이 

부상당했으며, 2017년 5월 22일 영국 맨체스터의 맨체스터 경기장(Manchester Arena) 밖에서 22 명이 

살해당했고, 2017년 6월 3일 영국 런던의 런던 브리지(London Bridge)위와 주변을 공격하여 8 명이 

살해당하고 48 명이 부상당했으며, 2017년 8월 17일과 18일사이에 스페인 카탈로니아의 라 람블라, 

바르셀로나, 캠브릴스에서 차량, 나이프, 폭발물 등을 포함한 여러 건의 공격으로 16 명이 살해당하고 

152 명이 부상당했기 때문에, 그리고  

 

2016년 6월 12일 플로리다 올랜도의 펄스 나이트 클럽에서 테러리스트 공격으로 49 명이 

살해당하고 53 명이 부상당했고, 2016년 11월 28일 오하이오 주립 대학교에서 Abdul Artan이 저지른 

테러리스트 공격으로 11 명이 부상당했으며, 테러 위협이 뉴욕시에서 개최된 제90회 연례 메이시 추수 

감사절 퍼레이드(90th Annual Macy’s Thanksgiving Day Parade)와 관련하여 2016년에 발표되었고, 

2017년 10월 1일 라스베가스에서 벌어진 대량 살상으로 58 명이 살해당하고 546 명이 부상당했으며, 

2017년 11월 5일 텍사스 서덜랜드 스프링스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26 명이 살해당하고 20 명이 

부상당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슬람 국가가 공격 받고 있는 곳으로 알려진 뉴욕시의 사진을 담은 정치선동적인 동영상을 

공개했기 때문에,  

 

여러 테러 단체들은 꾸준히 뉴욕에 자생 테러 공격을 부추기기 위해 위협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뉴욕의 자매 주인 코네티컷과 뉴저지 주는 뉴욕주를 통과하는 통근열차, 버스 및 페리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관들을 배치하는 데 합의했기 때문에, 그리고 

  

코네티컷주 경찰, 코네티컷주 카운티 또는 시의 경찰, 뉴저지주 경찰, 뉴저지주 경찰, 뉴저지주 

카운티 또는 시의 경찰 중에서 맹세를 한 사람들은 코네티컷주와 뉴욕주 또는 뉴저지주와 뉴욕주 

사이의 관할 경계를 넘을 경우 해당 법률 집행 기관의 관할권 이내로 제한되기 때문에, 

  

뉴욕, 뉴저지 및 코네티컷은 모두 자매 주들 사이에 상호 지원과 자원을 공유할 수 있게 하는 

비상 관리 지원 협약(Emergency Management Assistance Compact, EMAC)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EMAC는 협약에 따라 긴급 병력을 받는 주의 관할 경계 내에서 활동하면서 긴급 병력을 보내는 

주의 병력이 긴급 서비스를 수행하면서 긴급 병력을 받는 주가 제공하는 병력처럼 동일한 권한(체포 

권한은 긴급 병력을 받는 주가 구체적으로 승인하지 않은 경우 제외), 의무, 권리 및 특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뉴욕의 자매 주들이 제공하는 경찰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뉴욕주는 지리적 관할 지역 내에서 

경찰관에게 체포권을 포함한 권한을 양도해야 하기 때문에, 

 

철도법 제88조에 의거 뉴욕주 경찰국장은 지정된 상황에서만 특정 제한사항에 따라 철도 

경찰관을 지명할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및 제한이 2017년 12월 20일 오전 12시 1분부터 2018년 1일 2일 오전 12시 1분까지 

코네티컷 주의 선출직 경찰관, 철도 경찰관으로 근무하는 코네티컷 주의 어느 카운티 또는 지자체의 

선출직 경찰관, 뉴저지 주 선출직 경찰관, 뉴저지 주 어느 카운티 또는 지자체의 선출직 경찰관에게 

적용된 경우, 이는 테러리스트 공격 또는 그에 따른 위협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행동을 막고, 방해하고, 

지체되기 때문에, 

 

행정부법(Executive Law) 제29-a조는 법령, 지방법, 조례, 명령, 규칙 또는 규정의 조항, 또는 그 

일부를 준수하는 것이 재난 비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및 다른 조건 포함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킬 경우, 법령, 지방법, 조례, 명령, 규칙 또는 규정, 또는 그 일부의 정지, 변경 및 수정을 허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본인 ANDREW M. CUOMO 뉴욕주 지사는 뉴욕주의 헌법과 법률이 본인에게 부여한 

권한으로 피해를 입은 지방정부가 도움 없이는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는 절박한 재앙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뉴욕주의 헌법과 행정부법제2-B조 제28항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본인은 2017년 12월 20일에 발효된 주 재난 비상상황(State Disaster Emergency)을 선포하는 바입니다. 

 

또한, 주 재난 비상상황 발생 시 어떤 법규, 지방법, 법령, 명령, 법규 또는 법칙의, 그의 일부, 또는 

어떤 기관의 특정 조항을 일시적으로 보류 및 수정하기 위해서 행정부법(Executive Law) 제29-a항이 

제게 부여한 권한에 따라 이러한 조항을 준수하려 할 때 재난 대처에 필요한 조치를 막거나, 

방해하거나, 지연시킬 경우, 본인은 이로써 2017년 12월 20일 오전 12시 1분부터 2018년 1일 2일 오전 

12시 1분까지 코네티컷 주의 선출직 경찰관, 코네티컷 주의 어느 카운티 또는 지자체의 선출직 경찰관, 

뉴저지 주 선출직 경찰관, 뉴저지 주의 선출직 경찰관, 뉴저지 주의 어느 카운티 또는 지자체의 선출직 

경찰관을 철도경찰관으로 임명할 목적으로 다음 법 잠시 보류 및 수정하는 바입니다. 

 

또한, 철도법 제88-1항은 주경찰청장이 회사, 운송회사, 또는 증기선 회사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경찰관을 임명하도록 하는 한 주지사가임명을 허용하는 데 필요로 하는 정도로 수정됩니다. 

본인은 이로써 코네티컷 주의 선출직 경찰관, 코네티컷 주의 어느 카운티 또는 지자체의 선출직 경찰관, 

뉴저지 주 선출직 경찰관, 뉴저지 주의 선출직 경찰관, 뉴저지 주의 어느 카운티 또는 지자체의 선출직 

경찰관을 철도경찰관으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본 행정명령이 효력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철도법 제88-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5, 16, 17항에 따라 뉴욕주에서 여객 운송 인증을 받는 

뉴욕뉴저지항만청(Port Authority of New York and New Jersey), 그 자회사,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TA) 

또는 그 자회사, 뉴저지 교통국(New Jersey Transit)또는 그 자회사 및 페리가 소유, 운영 또는 보호 또는 

통제하는 모든 철도 및 버스 시설 및 자산을 포함합니다. 

 

또한, 본 행정명령은 2017년 12월 20일 오전 12시 01분에 효력을 발휘하여 2018년 1일 2일 오전 

12시 01분까지 유지되며, 테러리스트 공격의 위험이 계속 고조된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부법(Executive 

Law) 제29-a항에 따라 추후 공지가 있을 경우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률의 보류는 테러리스트 

공격의 위험이 계속 고조된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천십칠년 십이월 이십삼일, 올버니 시에서 

뉴욕주 관인과 함께 본인의 자필로 

서명합니다. 

 

 

주지사  

 

주지사 비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