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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방위군방위군방위군방위군 사령부사령부사령부사령부 교체교체교체교체 발표발표발표발표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10,500명 뉴욕주 방위군의 고위 지휘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수의 사령관 교체를 발표하였습니다. 세 여단급 대령 사령관 및 두 대대급 중령 사령관의 교체가 

발표되었습니다. 주방위 육군의 두 장군 사령관 중 한 명을 위한 새로운 부 사령관도 

임명되었습니다. 

 

“뉴욕주 방위군은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방어하고 여기 본국에서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용감하게 해왔는 데 오늘의 발표는 우리 남녀 방위군인들이 매일 과시하는 모범적 헌신과 

리더십을 더욱 표창하는 것입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본인은 뉴욕주 방위군의 새 

리더들의 승진을 축하하며, 우리 주와 나라를 지키는 그들의 지속적 봉사에 모든 뉴요커들을 

대표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도주도주도주도 지역지역지역지역 

 

James Pabis 대령, 제53부대 사령부 부사령관 

 

이라크 전쟁에 참전하였고 Saratoga Springs 주민인 James Pabis 대령은 장군이 사령관인 두 뉴욕주 

육군 방위군 사령부 중 하나인 제53부대 사령부의 부사령관으로 봉직하도록 선임되었습니다. 

 

Peakskill 인근 캠프 Smith 훈련소에 본부가 있는 제53부대 사령부는 헌병, 엔지니어, 수송, 신호 및 

병참 지원 부대의 약 4300명 주방위 군인들을 담당합니다. 전문가 리크루팅 기업인 Saratoga 

Source, LLC의 사장인 Pabis는 현재 Buffalo에 본부가 있는제153부대 사령부의 사령관으로 봉직하고 

있습니다. 

 

중령 Jack James, 제42 전투항공여단 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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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쿠웨이트에서 활약하고 있는 제642 항공지원대대의 사령관인 Jack James 중령은 Latham에 

주둔한 제42 전투항공여단을 지휘하도록 선임되었습니다. 그는 이 여단의 지휘를 담당할 때 

대령으로 승진할 것입니다.  

 

이 여단은 역시 Latham에 주둔한 제142 항공대 제3대대 A 중대 및 Rochester에 주둔한 제642 

항공지원대대와 본부를 함께 합니다. 그 모두 2013년 12월에 쿠웨이트에 배치되었습니다. 이 

여단은 금년 여름에 본국으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James는 이 여단을 2012년 이래 이끌어 온 Albert Ricci 대령을 대체할 것입니다. Ricci는 30년 군 경력 

후에 퇴직할 것입니다.  

 

James는 2011년 11월 이래 제642 항공지원대대를 지휘해왔습니다. 제642 항공지원대대는 이 

여단의 헬리콥터 부대에 항공 정비 및 병참 지원을 제공합니다. 그는 웨스트포인트의 

미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1992년에 군 경력을 시작하였습니다. James는 2002년에 뉴욕주 육군 

방위군에 합류하였습니다. 그는 현재 플로리다주에 거주하고 있지만 원래는 뉴욕시 출신입니다. 

 

중령 Christopher Guilmette, 제204 공병대대 사령관 

 

Voorheesville 주민인 Christopher Guilmette 중령은 4월 15일에 제204 공병대대의 사령관으로서 

Freehart를 대체하였습니다.  

 

Guilmette은 1997년 이래 육군 주방위군에서 복무하였는 데 처음에는 메릴랜드주 육군 방위군에서 

소위로 임관되었습니다. 그는 2005년에 뉴욕주 육군 방위군에 합류하였습니다. 민간인 신분에서 

Guilmette은 Troy 소재 기술 엔지니어링 회사인 kW Mission Critical Engineering의 사장입니다. 그는 

전통적 파트타임 주방위군 사병 및 풀타임 주방위군 장교로 복무하였습니다.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서부서부서부서부 지역지역지역지역  

 

중령 James Freehart, 제153 부대 사령부 사령관 

 

Troy 주민으로서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전한 James Freehart 중령은 Buffalo에 주둔한 제153 부대 

사령부를 지휘하도록 선임되었습니다. 그는 제153 부대 사령부 사령관으로서 Pabis를 대체할 

것입니다. Freehart의 이전 임무는 제204 공병대대의 사령관으로서였습니다. 대대 본부는 

Binghamton에 있고 Hudson Valley, Horseheads 및 Walton에 파견대가 있습니다. 

 

Freehart는 제204 공병대대의 지휘를 2011년에 맡았습니다. 그의 지휘하에 이 부대는 열대성 폭우 

Irene 및 Lee 그리고 수퍼폭풍 Sandy뿐만 아니라 2013년 Mohawk Valley의 여름 홍수에도 

대응하였습니다. 이 대대는 또한 그의 지휘하에 있는 동안 독일과 아프가니스탄에 병사들을 

배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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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hart는 처음 1981년에 육군에 입대하여 1983년 그레나다 침공 작전인 긴급분노 작전에 

참가하였고 뉴욕주 육군 방위군에는 1987년에 합류하였습니다. 그는 2008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아프가니스탄 육군의 훈련 고문관으로 복무하였습니다. Freehart는 민간인으로서는 환경 준수를 

담당하는 육해군업무과 설비 엔지니어링실의 연방 기사로 근무합니다. 

 

Mid-Hudson 지역지역지역지역  

 

중령 David Gagnon, 제106 지역 훈련원 사령관  

 

David Gagnon 중령은 Peekskill 인근 캠프 Smith 훈련장에 있는 제106 지역 훈련원의 지휘를 맡게 

되었습니다. 헌병 장교이자 이라크전에 참전하였던 Gagnon은 현재 Troy의 제42 보병사단을 위한 

보호장으로 복무하고 있습니다. 그는 뉴욕주 방위군 본부의 첩보 장교직으로 이동할 Michael Natali 

대령을 대체합니다. Gagnon은 공인회계사이며 Daniel D. Gagnon CPA, PC 회계법인의 파트너인데 

부인 Nora 및 딸 Andrea와 함께 Stone Ridge에 살고 있습니다. 

 

Finger Lakes 지역지역지역지역  

 

중령 Michael Charnley, 제642 항공지원대대 사령관 

 

Ogden 주민인 Michael Charnley 중령은 제642 항공지원대대 사령관으로서 James를 대체하도록 

선임되었습니다. 이 대대는 본부가 Rochester에 있고 분대가 Olean, Dunkirk 및 Ronkonkoma에 

있습니다. 제42 전투항공여단에 병참 및 정비 지원을 제공하는 이 대대는 현재 쿠웨이트에 

배치되어 있는 데 금년 여름에 귀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Charnley는 뉴욕주 방위군을 위해 

Rochester의 육군항공지원 설비에서 이중 지위 기사로 일합니다. 

 

그는 제1대대 제142 공격 헬리콥터 대대의 첩보 장교로, 제249 의무중대(에어 앰뷸런스)의 소대장 

및 중대장으로 복무하였습니다. 그는 2012년에 쿠웨이트에 배치되어 그 나라의 핵심 미국 군 시설 

중 하나인 캠프 Arifjan의 수비대 지휘관으로 복무하였습니다. 

 

주임원사 Louis Wilson, 뉴욕주 방위군 주임원사  

 

뉴욕주 방위군은 또한 퇴직한 Rochester 경찰관 겸 이라크전 참전용사인 Louis Wilson 주임원사를 

주의 최고 사병이 되도록 골랐습니다. 

 

38년 동안 뉴욕주 육군 방위군 소속이었던 Wilson은 1999년 이래 최고 육군 사병 계급인 

주임원사로서 복무하였습니다. 

 

그는 Kingston의 제156 야전포병대 제1대대, Buffalo 소재 제42 보벙사단의 공병여단, 역시 Buffalo 

소재 제153 부대 사령부의 주임원사로 복무하였고 현재는 제53 부대 사령부의 주임원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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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은 모든 사령직 장교와 병사를 짝짓습니다. 육군 부대의 주임원사는 그 부대의 최고 사병 

리더로서 부대 훈련 및 규율에 대해 사령관의 직접 고문으로 활약합니다. 

 

Wilson은 역시 이라크전에 참전하였고 2011년 이래 그 직위를 보유해온 Frank Wicks 주임원사를 

대체할 것입니다. West Sand Lake 주민이며 뉴욕주 경찰의 민간인 직원으로서의 직위에서 휴가 

중인 Wicks는 11월 11일 재향군인의 날에 뉴욕주 육군 방위군에서 퇴직할 계획입니다. 

 

Wilson은 1976년 1월에 뉴욕주 육군 방위군에 포병으로 입대하였으며 처음에는 Rochester 소재 

제209 여전포병대 제1대대에 배속되었습니다. 그는 2004년과 2005년에 제42 보병사단의 

공병대대와 함께 이라크의 티크릿에 배치되었습니다. 

 

Wilson은 2002년에 미국 육군 주임원사 학교를 졸업하였으며 Monroe 커뮤니티 칼리지의 식품 

서비스 행정 준학사 학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Rochester 경찰서에서 20년간 근무한 후에 

퇴직하였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