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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4년 7월 24일 

 

Cuomo 주지사는주지사는주지사는주지사는 NEW YORK GUARD(뉴욕경비대뉴욕경비대뉴욕경비대뉴욕경비대)의의의의 새로운새로운새로운새로운 사령관을사령관을사령관을사령관을 발표발표발표발표 

 

새로운새로운새로운새로운 사령관은사령관은사령관은사령관은 뉴욕뉴욕뉴욕뉴욕 주주주주 대법원대법원대법원대법원 판사와판사와판사와판사와 NY Guard(뉴욕경비대뉴욕경비대뉴욕경비대뉴욕경비대)의의의의 대원입니다대원입니다대원입니다대원입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Stephen A. Bucaria 가 뉴욕 경비대, 주 자원 경비 군의 사령관으로 

지명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Bucaria는 현재 뉴욕 주 대법원 판사로 재직 중이며 및 롱 아일랜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뉴욕 경비대의 준장이며, 1996 년부터 주 경비대에 헌신해왔습니다. 

 

Bucaria는 주 방위의 유일한 제복을 입은 지휘관으로서 뉴욕 경비대 소장 Fergal Foley의 후임이 

됩니다.  

 

“ Stephen Bucaria는 뉴욕의 사람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대법원 판사와 뉴욕 경비대의 일원으로 

봉사했습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나는 그가 헌신적인 자원 봉사자 그룹의 

사령관으로써 위대한 업적을 계속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뉴욕 경비대는 주 비상 사태 시 뉴욕 주 방위군을 지원하고, Bucaria는 2001년 9월 11일 세계 무역 

센터에 대한 공격에 대한 주 차원의 대응에 참여했습니다. 뉴욕 가드 회원은 무급 상태에서 

훈련하며, 재해 시 주 현역으로 참여할 동안은 유급입니다. 뉴욕 가드 회원들은 법률이나 의학 

전문가 또는 은퇴 한 군인들입니다. 그들은 육군 또는 국가 항공 경비대 등 연방 예비군의 구성원은 

아니지만 주지사의 명령을 따르는 뉴욕의 상태 군사력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현재 비상시 물류, 통신 및 직원 작업에 방위군을 돕기 위해 훈련 된 500명의 뉴욕경비대 대원 

500명이 있습니다. 기타 뉴욕 경비대 대원은 수색 및 구조 기술 훈련과 방위군에 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 민병대가 프랑스로 파병되면서 뉴욕 방위대로 그 자리가 대체된 제 1차대전 이후 뉴욕 경비대의 

대원들은 뉴욕을 위해 헌신해오고 있습니다. 

 

Bucaria 그는 2001년 9월 11일 테러 당시 다음과 같은 2,500명이상의 군인 및 공군 사병의 뉴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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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대 배치에 도움을 주면서, 뉴욕 경비의 13 연대의 지휘관을 역임했습니다. 그의 팀은 경찰, 

소방관 및 기타 비상 대응부대들과 협력하면서, 뉴욕시 전역의 병기고에서 경비대 군인을 

지원합니다.  

 

13 연대의 사령관으로써, Bucaria과 뉴욕경비대 변호사들은 보안 임무에 미국의 주위에 배치 

되거나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로 파병된 뉴욕 육군 방위군 병사의 동원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뉴욕 경비대 개개인은 군인의 뜻을 돕고 운영 관리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2002년 Bucaria은 육군운영을 위한 뉴욕경비대 부사령관으로 선정되었으며, 뉴욕 경비대의 교육 

프로그램 및 홍보 정책의 구조 조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2005년 그는 뉴욕경비대의 육군 

사단의 사령관으로 지명되었고 뉴욕 경비대 별도의 공군과 육군 구성 요소 없이 하나의 서비스가 

된 2006 년에, 그는 부사령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Bucaria는 Hofstra 대학에서 법학 학위를 받고, SUNY Albany에서 형법 전공 석사 및 Fairfield 

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1995 년부터 대법원 판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그 

이전에 Nassau 카운티 지방 법원 판사였습니다. Bucaria는 CW에서 Long Island 대학에서 겸임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대학원 수준에서, 그는 Edmonton, 캐나다 Alberta 대학과 SUNY 

Farmingdale 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Rockville센터의 Catholic Lawyers Guild의 전 대표이며, 

Colombian변호사의 현 회원이고, Saint Patrick의 다정한 아들이자 아일랜드 인입니다. 그는 또한 

American College of Business Court Judges의 구성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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