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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는주지사는주지사는주지사는 STATEN ISLAND 북쪽북쪽북쪽북쪽 해안에서해안에서해안에서해안에서 SANDY HOOK PILOTS가가가가 새로운새로운새로운새로운 본부를본부를본부를본부를 구축할구축할구축할구축할 수수수수 

있도록있도록있도록있도록 340만만만만 달러달러달러달러 대출을대출을대출을대출을 발표발표발표발표 

Hurricane Sandy 기간에기간에기간에기간에 Staten Island의의의의 운영운영운영운영 기점은기점은기점은기점은 주요주요주요주요 손상을손상을손상을손상을 입음입음입음입음; 새로운새로운새로운새로운 570만만만만 달러의달러의달러의달러의 본부는본부는본부는본부는 

130개의개의개의개의 일자리를일자리를일자리를일자리를 유지유지유지유지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Staten Island의 북부 해안(North Shore)지역에 United New York & 

New Jersey Sandy Hook Pilots’ Benevolent Associations의 새로운 본사 건설 자금을 조달하는데 

도움이 되는 340만 달러의 대출 승인을 발표했습니다. 그룹의 이전 운영 기지는 수퍼스톰 Sandy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그들은 완전히 새로운 본사 건물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Staten 

Island의 취약한 지역에 새로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570만 달러의 프로젝트는 금년 가을에 공사가 

시작될 것이고 2015년 4월에 완공될 것입니다. 이는 20개의 건설 일자리를 지원하고 130개의 

일자리를 유지합니다.  

 

“Sandy Hook Pilots은 화물이 뉴욕 항구와 주변 바다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동하도록 확인하고 

이는 주 남부 지역 전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동으로 변환됩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새로운 본사를 구축하도록 그들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우리는 뉴욕이 화물의 국제 

허브로 유지되기를 보장하면서 그들을 Superstorm Sandy의 피해로부터 복구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이는 Sandy Hook Pilots과 뉴욕의 미래 화물 업계를 위한 투자이며 저는 주 정부에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Sandy Hook Pilots는 뉴욕항과 New Jersey (the Port), Hudson River, East River, Atlantic City, Jamaica 

Bay 및 Long Island Sound에서 입항하고 출항하는 등록에 따라 75명의 고도로 훈련된 남성과 여성 

직원이 모든 외국계 선박과 미국 선박에 도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룹입니다. 이는 이 그룹이 일년 

내내 항구에서 모든 기상 조건 및 항구 상황에서 입항하는 모든 화물의 약 95%의 도선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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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lots은 또한 현재 뉴욕 주에서 130개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중요한 일자리 보존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 인력에는 도선사, 부두노동자, 관리공, 관리자 및 다양한 전문가를 포함합니다. 

결합된 협회는 매년 직접 인력 매출에서 4천 5백만 달러 이상을 만들 책임이 있습니다. 

 

항구 산업은 연간 임금으로 거의 120억 달러 이상을 만들고 279,200개 이상의 현지 일자리를 

지원하며 이러한 일자리의 대부분은 점점 부족한 고 숙련 기능직에 할당됩니다. 한편, 항구는 주 및 

지방 정부에 연간 세금 수입에 50억 달러 이상을 생성합니다.  

 

Tom Walsh 선장, Sandy Hook Pilots의 부사장은 “Hurricane Sandy로 인해 파괴된 곳을 대체하기 위해 

Staten Island에서 새로운 건물을 건설하는 데 있어 대출 지원을 해준 뉴욕 주에 소식에 대해 우리는 

매우 기쁘고 만족합니다. 우리는 뉴욕주 항구에 있어 이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피해를 

이해한 JDA와 뉴욕주의 협력에 깊은 감사를 보냅니다. 이 지원은 해양 산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구와 주와의 장기 제휴를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해 Sandy Hook Pilots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Sandy Hook Pilots 본사는 FEMA 범람원 위의 8 피트에 위치한 14,000평방 피트의 에너지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시설이 될 것입니다. 이 시설은 기계 및 엔진 수리 공장, 관리 사무실, 도선사 

파견을 수용하고 운영 센터에 명령하고, 통신 시스템 및 전력에 대한 백업 시스템의 설치를 

포함합니다. 이 340만 달러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ESD)에서 일자리 개발청 부동산 대출(Job 

Development Authority Real Estate Loan)는 570만 달러의 앞으로 중요한 자금 조달 프로젝트를 

제공했습니다. 

 

구조의 가시화는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ESD 사장, CEO 및 위원 Kenneth Adams는 “Sandy Hook Pilots는 뉴욕 주의 건강한 경제를 위한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고도로 훈련된 직원들은 항구 항해에 안전을 제공하고 주 사이의 지역의 

이익을 보호하며 대중에게 신뢰를 제공합니다. 그들의 새로운 본사 건설을 지원함으로써, 우리는 

130개의 숙련공 일자리를 유리하고 직접 임금 수입에 수백만 달러를 생성하면서 Staten Island에 

영향력 있는 경제적 원동력을 유지하도록 보장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항구 공사 전무 이사 Pat Foye는 “Sandy Hook Pilots는 뉴욕과 뉴저지의 항구에서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항만 운영을 보장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새로운 현대식의 본사는 Staten Island에서 

일자리와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 세대에서도 Sandy Hook Pilots가 항구를 통해 안전하게 

화물선을 도선할 수 있도록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연합 뉴욕 Sandy Hook Benevolent Association 및 연합 뉴저지 Jersey Sandy Hook Benevolent 

Association의 역사는 뉴욕의 식민지 의회가 현지 선원의 작은 집단에 뉴욕의 어려운 조류와 뉴욕 

항구의 좁은 통로를 탐색하여 선박의 선장을 돕도록 의뢰한 것에서 1694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 

시기에 도시의 인구는 약 3천명뿐이었지만, 이 사업은 항구와 함께 성장하여 많은 현지 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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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들이 바다에 도착하는 선박의 사업을 위해 경쟁하는 매우 경쟁력 있는 무역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 형태는 1888년의 눈폭풍이 뉴욕 시를 강타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도시가 

마비된 동안, 9개의 보트와 17명의 도선사들이 눈보라에 실종되면서 도선사 그룹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이 비극으로 인해, 뉴욕 주위원회는 경쟁하는 도선사 그룹을 하나로 결합하도록 

지시했습니다. 

 

Staten Island 자치구 대표 James Oddo는 “저는 Sandy Hook Pilots가 Staten Island에서 그들의 운영을 

이어가게 되어 감사 드립니다. Hurricane Sandy로 인해 Pilots이 폐허가 된 이후에, 그들은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더 쉬웠을 것입니다. Island에서 130개의 일자리를 보존하고 건설에서 20개의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은 Staten Island의 경제와 복지에 중요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상원 의원 Diane Savino는 “저는 ESD에서 Sandy Hook Pilots의 새로운 본사 건설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그들에게 대출을 해줄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ESD는 현명하게 뉴욕 시에서 사업을 

유지하는 이 조직에 대출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화물선이든 Queen Mary이든, 도선사는 놀라운 

경제적 이익과 함께 안전하게 가져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상원 의원 Andrew Lanza는 “Sandy Hook Pilots는 항만 운영의 연속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그들이 이 위치에서 선박을 수용하고 파견하는 능력은 뉴욕과 뉴저지의 지역 경제와 복지에 

고유합니다. 이 보조금은 광범위하게 Superstorm Sandy에 의해 심각하게 피해를 입은 그들의 

시설을 재건하는 Pilot의 노력을 지원할 것이고 향후 재해 발생시 항구 폐쇄에 대한 영역을 강화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원 의원 Matthew Titone는 “Sandy Hook Pilots은 수백 년간 우리 항구 안전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비극적이게도 그들의 본사는 Superstorm Sandy로 인해 심각한 손상 및 손실을 

입었고 Staten Island에서 유지한 그들의 지속적인 존재를 위태롭게 했습니다. Cuomo 주지사가 

승인한 대출은 Sandy Hook Pilots가 Sandy로 인한 폐허에서 완전히 복구하도록 하고 우리 항구의 

보안과 복지에서 마음의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원 의원 Michael Cusick은 “저는 Superstorm Sandy로 인한 파괴 후에 Sandy Hook Pilots의 본사를 

재건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한 Cuomo 주지사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도선사들은 화물선이 뉴욕 항에 진입할 때 필요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Sandy Hook의 본사는 우리 

지역의 중요한 부분이며 100명 이상의 Staten Island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이 재건은 

Sandy Hook Pilots와 Staten Island 사이에 존재하는 결합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 본사를 여기 

Staten Island에 유지하면서 우리는 뉴욕의 화물 운송 산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시의원 Deborah Rose는 “3세기 이상의 기간 동안, Sandy Hook Pilots은 우리의 항구 입구에서 

가이드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허리케인 Sandy가 2012년에 우리의 해안을 대 혼란으로 

만들었을 때, pilots' benevolent associations의 본사 건물을 황폐화시켰습니다. 주지사 Cuomo의 이 

대출은 Staten Island의 North Shore에서 재건하는 것을 보장하며 Sandy Hook Pilots가 그들의 오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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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와 전통을 계속해서 보존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우리의 항만과 수변에서 경제에 

기여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Staten Island 상공회의소 사장 및 CEO인 Linda Baran은 “Sandy Hook Pilots은 Super Storm Sandy 기간 

동안 끔찍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협회 재정을 새로운 최첨단 시설로 돕는 Cuomo 주지사와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에 감사 드립니다. Sandy Hook Pilots이 뉴욕 항구에서 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고, 이 시설들은 효율적으로 우리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계속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Pilots가 그들의 본사를 재구축하는 과정을 거쳐 Staten Island에 체류하기로 한 결정을 칭찬하는 

바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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