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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이스라엘 경제 개발 대표단 여행 일정 발표 

 

주지사는 3 월 4 일 글로벌 뉴욕(Global NY)의 일환인 이스라엘 경제 개발 답사를 통하여 

최근에 발생한 유대인 커뮤니티 공격에 대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변함없는  

우정과 지원 입증 

 

출발 전 주지사는 파크 이스트 시너고그(Park East Synagogue)에서 열린 원탁  

토론회 참가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이스라엘 경제 개발 대표단의 여행 일정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지사는 오늘(3월 4일, 토) 출발하여 3월 6일, 월요일에 돌아옵니다. 

출발하기 전에 주지사는 라비 Arthur Schneier와 맨해튼에 있는 파크 이스트 시너고그 

책임자와 함께 원탁 토론회에 참가하였습니다. 

 

이번 대표단 일정은 이스라엘과의 경제 관계를 강화하고 주지사가 Global NY 기획을 

통하여 뉴욕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더 많은 국제 투자금 유치에 대한 노력을 

지원합니다. 뉴욕주 국제 경제 개발부인 Global NY은 이스라엘에 뉴욕의 다섯 번째로 큰 

무역 파트너인 무역 사무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대표단은 뉴욕과 전국에 퍼지는 

증오 범죄를 맞아 결성되었습니다. 이 답사는 뉴욕과 이스라엘의 오래된 관계를 

강화하고 반유대주의에 대응하는 주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입니다. 

 

주지사의 대표단 명단: 

 Howard Zemsky,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회장, 

CEO 및 커미셔너  

 Linda Mirels, 뉴욕 유대인연맹(UJA-Federation of New York) 전 의장  

 Allen Fagin, 정교회 연합(Orthodox Union) 수석 부대표  

 Aaron Kaplowitz, Global NY 부장  

 Melissa DeRosa, 주지사의 비서실장  

 David Lobl, 유대인 통상부 특별 보좌관  



 Major Michael J. Cerretto, 대테러실(Office of Counter Terrorism) 실장  

 Letitzia Tagliafierro, 공공안전 특별 상담원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과 이스라엘의 특별한 관계는 문화, 경제, 

종교적으로 오래된 관계입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의 경제 관계를 강화하고 끈끈한 

우정과 협조 관계를 재확인하는 대표단을 이끌 수 있어서 기쁩니다. 최근에 늘어나는 

반유대주의 증가함에 따라 뉴욕과 이스라엘의 밀접한 역사와 공동의 미래를 상징하는 

연계를 보여주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새로운 경제 협력관계의 선봉에 서서 

우리의 커뮤니티가 더욱 단결해야 합니다.” 

 

주지사의 주요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각 일정을 마친 후 동영상과 사진 배포. 

 Cuomo 주지사, 도서관 관장 Robert Rozett 박사와 함께 야드 바솀(Yad Vashem) 

박물관 참관. 

 Cuomo 주지사, Reuven Rivlin 대통령과 함께 야드 바솀의 추억의 홀(Hall of 

Remembrance)에서 열리는 추모행사 참가.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 회장, CEO 및 커미셔너 Howard Zemsky, 자동차 

기술 및 벤처 자본 회사들과 뉴욕주의 경제개발 기회에 대해 논의.  

 Cuomo 주지사, 예루살렘 시장 Nir Barkat와 이스라엘 중요 사업가들 및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 회장, CEO 및 커미셔너 Howard Zemsky와 함께 뉴욕주-

이스라엘 경제개발 회담 오찬회 주최 예정.  

 Cuomo 주지사, 공공안전 및 전략 사업부 장관 Gilad Erdan, 뉴욕주 대테러실 실장 

Major Michael J. Cerretto와 공공안전 특별상담원 Letitzia Tagliafierro와 함께 

예루살렘의 옛성 경찰청 본부에서 열리는 보안회의 참석.  

 Cuomo 주지사, Chaim Cohen 박사와 함께 성묘교회(Church of the Holy 

Sepulchre)와 통곡의 벽(Western Wall) 참관. 

 Cuomo 주지사, Benjamin Netanyahu 국무총리 면담. 

Global NY 

경제개발 답사 일정은 3,500만 달러 규모의 Global NY 기금을 포함하여 멕시코, 캐나다, 

이탈리아, 중국 및 이스라엘과의 무역을 통하여 뉴욕으로의 국제 사업 투자 유치를 

목표로 한 주지사의 Global NY 기획을 지원합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 회장, CEO 및 커미셔너 Howard Zemsky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Global NY을 창설하여 뉴욕주에 무역과 투자의 기회가 

생기게 하셨습니다. Global NY은 캐나다, 중국, 이스라엘, 멕시코, 남아프리카 및 유럽 등 

국가에 사무실을 두어 뉴욕의 영향 범위를 넓혔습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뉴욕과 

국제 커뮤니티와의 경제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지사가 이끄는 이스라엘 

방문 대표단은 뉴욕과 이스라엘의 확고한 유대관계와 이들의 경제, 문화 및 역사적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2015년에 Cuomo 주지사는 십여 명의 뉴욕 기업가들을 이끈 무역 대표단을 이끌고 

쿠바를 방문하여 그곳 공무원들과 함께 경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버펄로(Buffalo)에 

있는 로스웰 파크 암연구소(Roswell Park Cancer Institute)와 쿠바의 

분자면역학센터(Center for Molecular Immunology) 사이의 특정 폐암 백신 개발과 

미국에서의 임상연구에 대한 합의를 달성하였습니다. 

 

올해 초에 Cuomo 주지사는 주 단체에 행정명령을 발표하여 이스라엘에 대한 구매거부, 

투자 회수 및 제재 캠페인을 지원하는 모든 공공 자금을 처분하도록 하였습니다. 전국 

최초로 시행한 이 조치는 뉴욕주에서 발생하는 차별적인 구매 거부, 투자 회수 및 

제재(Boycotts, Divestment and Sanctions, BDS) 등 깊은 상처를 주는 모든 투자행위에 

가입 혹은 추진하는 대행사 혹은 기관들을 확실하게 없앴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최근에 뉴욕주에 일어나는 증오 범죄와 반유대주의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이념, 신념 혹은 사명 때문에 증오 범죄 혹은 

혹은 공격의 위험에 놓여있는 뉴욕의 학교와 유치원에 대한 안전과 보안을 강화하는 

2,500만 달러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과 편견과 차별 사실을 신고하는 증오 범죄 상담 

전화 및 문자 메시지 센터를 포함합니다. 

 

뉴욕은 170만 명 이상의 유대인이 거주하며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세계에서 가장 큰 

유대인 커뮤니티의 본거지입니다. 이번 여행은 Cuomo 주지사의 다섯 번째 이스라엘 

방문입니다. 2014년에 주지사는 대표단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방문하여 뉴욕주와의 

연대관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틀간의 방문을 통하여 주지사는 여러 분야의 이스라엘 

정부 관료들을 만나서 서로의 이해관계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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