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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2년 11월 30일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군사시설에군사시설에군사시설에군사시설에 290만만만만 달러의달러의달러의달러의 보조금을보조금을보조금을보조금을 지원하다지원하다지원하다지원하다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군사기지는군사기지는군사기지는군사기지는 10,000여개의여개의여개의여개의 일자리를일자리를일자리를일자리를 제공하며제공하며제공하며제공하며 경제에경제에경제에경제에 끼치는끼치는끼치는끼치는 영향도영향도영향도영향도 거의거의거의거의 20억억억억 달러에달러에달러에달러에 

이른다이른다이른다이른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의회의 다가올 방위비 삭감에 직면하여 시읍면과 커뮤니티로 

하여금 뉴욕의 군사시설을 지원하고 강화하도록 이끌어주기 위해 290만 달러의 보조금을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군사기지유지 보조금은 허리케인 Sandy로 인한 뉴욕의 주방위군의 방위 능력을 보호하고 뉴욕주 

전반에서 주요 군사시설이 제공하는 경제 및 고용 기회를 보호하려는 주 활동의 일환입니다. 

허리케인 Sandy 발생 당시 뉴욕의 각 공군기지의 군요원들이 배치되었습니다.  

 

“뉴욕의 군사시설은 지역 경제의 주요 동력으로, 우리는 이들 기지가 바로 여기 뉴욕주에서 계속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허리케인 Sandy 발생 

때부터 이후까지 우리는 몇 번이고 우리의 군요원들이 피해 지역 최전선에서 나가서 주민들을 

돕고 거리 안전에 힘쓰며 어려운 사람들에게 중요 물품들을 전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보조금으로 뉴욕주 전역에 걸쳐 있는 커뮤니티들은 이 중요한 군사시설과 함께 수 천개의 

일자리와 기지로 인해 발생되는 20억 달러에 이르는 경제 효과를 지속하려는 뉴욕주의 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뉴욕주의 군사시설은 연방예산제약으로 앞으로도 계속 위협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발표된 

보조금은 뉴욕주에 있는 군사기지를 알리고 수준을 높이며 보호하는 데 일조하게 될 것입니다. 

뉴욕주 군사 기지는 10,000여 개의 직접 일자리와 6억 8800만 달러의 직접 임금 및 19억 달러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합니다.  

 

“Cuomo 주지사의 리더십으로 우리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우리 나라의 안보와 우리의 

지방 경제의 활력에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군사기지가 여기에 계속 주둔하고 발전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Empire State Development 사장, CEO & 커미셔너인 Kenneth Adams가 

말했습니다. “이 보조금으로 우리의 군사시설이 폐쇄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중요한 일자리 및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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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도 계속 보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mpire State Development에서 제공하고 관리하는 이 보조금은 관련 기지 지원에 힘쓰게 될 다음 

기관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기지기지기지기지Base 기관기관기관기관 지원금지원금지원금지원금 지원금지원금지원금지원금 용도용도용도용도 

Fort Drum FDRHP(Fort Drum 

Regional Health 

Planning) 

300,000 

달러 

FDRHP는 Fort Drum 및 주변에 

배속된 군인 및 

군인가족들을 위한 의료 

활동을 확대하고 개선하는 

데 지원금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Fort Drum FDRLO(Fort Drum 

Regional Liaison 

Organization) 

300,000 

달러 

FDRLO는 Fort Drum주변의 

주택, 교통 및 교육 인프라 

건설 및 개선과 10
th 

Mountain 

Division의 임무 및 

군사요원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데 지원금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Gabreski 

ANGB 

Suffolk County 

Economic 

Development 

126,686 

달러 

Suffolk 카운티는 106
th

 Rescue 

Wing의 고유 임무를 

지원하고 지역 및 국가 재난 

상황 발생 시 

위기대응반원들과 이 부대의 

정보처리상호운용성을 

확대하는 데 지원금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Hancock 

Field ANGB 

Centerstate CEO 100,000 

달러 

CenterState CEO는 174
th

 

Attack Wing이 국가 방위에 

끼치는 중요성을 홍보하는 

데 지원금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Niagara Falls 

ARS 

경제개발을 위한 

나이아가라 카운티 

300,000 

달러 

Niagara 카운티는 914
th

  및 

107
th

 Airlift Wings이 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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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Niagara County 

Center for Economic 

Development) 

국가에 끼치는 중요성을 

홍보하고 이들 부대의 

임무와 관련해 현장에서의 

지역 노동자의 발전을 

지원하는 데 지원금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Niagara Falls 

ARS 

NIMAC(Niagara 

Military Affairs Council) 

125,000 

달러 

NIMAC은 914
th

 및 107
th

 Airlift 

Wings의 임무의 강력한 

미래를 알리기 위한 계획, 웹 

개발 및 행사를 지원하는 데 

지원금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Rome Lab CNYDA(Central New 

York Defense Alliance) 

300,000 

달러 

CNYDA는뉴욕 Rome에 있는 

Air Force Research Lab이 뉴욕 

및 미 전역에 끼치는 

중요성을 알리는 데 

지원금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Rome Lab Griffiss Institute 298,534 

달러 

Griffiss Institute는 Mohawk 

Valley에 있는 핵심 

DDIAC(Defense Department 

Information Analysis 

Centers)를 더욱 발전시키고 

그 곳 사람들을 위해 

지원금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Rome Lab GLDC(Griffiss Local 

Development 

Corporation) 

300,000 

달러 

GLDC는 뉴욕 Rome에 자리한 

Air Force Research Lab과 

협력하여 교육 및 훈련 

기회를 증대시키기 위해 

Griffiss Institute 시설에 

건의된 확충 사업의 설계와 

계획에 도움을 주는 데 

지원금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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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me Lab Mohawk Valley EDGE 300,000 

달러 

Mohawk Valley EDGE는 뉴욕 

Rome에 자리한 Air Force 

Research Lab을 지원하여 

뉴욕주의 사이버 연구 

능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민관학계 이해당사자들 간의 

파트너십 구축에 지원금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Stratton 

ANGB 

SMAC(Schenectady 

Military Affairs 

Council)(Schenectady 

County Chamber 

Foundation) 

125,000 

달러 

SMAC은 109
th

 Airlift Wing 

고유의 극지 임무(polar 

mission)를 지원하는 데 

지원금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Watervliet 

Arsenal 

Arsenal Business and 

Technology Partnership 

300,000 

달러 

Arsenal Business and 

Technology Partnership은 

Watervliet Arsenal 고유의 

연구 및 제조 능력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확인하는 데 지원금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합계합계합계합계 
 

2,875,220 

달러달러달러달러 

 

 

지원금 수령 기관은 현지 군사기지와 그들의 임무의 중요성을 알리고, 기존의 군사시설을 

개선하고, 뉴욕 주둔 군부대를 위한 추가 임무를 알리며, 뉴욕에 군사기지를 계속 주둔시키거나 

확충하기 위한 다른 활동을 하는 데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령기관은 그들의 활동을 

더욱 확대시키기 위해 지역 및 민간 부문 자금을 활용할 것입니다. 

 

지원금은 로비스트 또는 로비 회사에게 지불하거나 이들을 유지 또는 고용하는 데 사용할 수 

없으며, 지원금 수령 기관은 로비스트를 실무진 또는 이사회에 둘 수 없습니다.  

 

NFARS (Niagara Falls Air Reserve Station) 

 

George D. Maziarz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Andrew Cuomo 주지사께서 NFARS 지원을 위해 

이 중요한 주정부 지원을 얻어내는 데 협력해주신 점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는 웨스턴 뉴욕의 경제 뿐만 아니라 국가 방위에서 중요한 역할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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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공군기지를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지원해야 합니다. 우리의 

용감한 시민형 군인과 공군기지에서 근무하는 모든 남녀 직원들은 이 지원금과 우리의 지원을 

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John Ceretto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NCCED(Niagara County Center for Economic 

Development)와 NMAC(Niagara Military Affairs Council)는 나이아가라폭포 공군예비군 기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중요한 단계입니다. NFARS가 앞으로도 몇 년 동안 Niagara 카운티에 

주둔할 수 있도록 공군기지가 우리의 지역 경제에 끼치는 중요성과 이처럼 매우 중요한 두 곳의 

지역 기관과의 파트너십을 제대로 인식해주신 Andrew Cuomo 주지사께 대단히 감사 드립니다.” 

 

Niagara 카운티 입법부 의장이신 William Ros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께서 이 지원금 

개발하시고 Niagara 카운티에 지원해 주신 리더십과 혜안에 감사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우리는 NFARS가 우리나라의 안보와 준비성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역 경제에도 중요한 존재라는 

점을 연방 공무원에게 확신시켜 주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지원금으로 우리는 앞으로도 이러한 

사례를 개발하고 만들며 계속 NFARS에서 군사 작전을 펼칠 수 있는 자원을 갖게 해줄 것입니다.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고를 아끼지 않은 주지사와 입법부 내 모든 동료께 감사 드립니다.” 

 

NMAC 회장인 Merrell Lane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경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방위에도 

없어서는 안 될 뉴욕군사기지를 지원해주시는 커뮤니티와 커뮤니티 활동 그룹과 함께 애써주신 

주지사의 혜안과 노력에 감사 드립니다. 1995년 이후, NMAC는 NFARS에 주둔하고 있는 남녀 

직원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었습니다. 우리는 뉴욕군사기지 및 NFARS에 주둔한 두 개 부대의 

장기적인 실행가능성과 강점이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Cuomo 주지사와 직원분들과의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기대합니다.”  

 

Fort Drum 

 

Patty Ritchie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Fort Drum은 North 카운티 커뮤니티와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곳으로 Albany와 뉴욕의 나머지 지역은 이 곳의 중요성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 

나의 최우선순위의 하나였습니다. 10th Mountain Division 부대는 우리나라의 방위에서 창끝과 

같은 존재이며, North 카운티 최대 고용주이고, Fort Drum의 군인들과 그 가족들은 우리의 

친구이고 이웃입니다. 이제 Cuomo 주지사의 리더십과 이처럼 중요한 지원금이 있어 우리는 미국 

내 다른 지역과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이 중요한 자산을 강화하여 뉴욕의 미래를 보호할 수 있는 

보다 좋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Addie Russell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FDRLO의 오랜 리더십과 보다 최근의 FDRHPO는 

커뮤니티 서비스와 자원의 성장 및 확충에 말할 것도 없이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는 민간인과 군인 

가족들, Fort Drum Region 및 10th Mountain Division의 요구에 부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뉴욕주가 Fort Drum 및 10
th

 Mountain Division의 존속을 지원하는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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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을 제공하겠다는 오늘자 발표는 이 지역에 희소식일 뿐만 아니라 FDRLO 및 FDRHPO의 존재 

특성과 전반적인 효용성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FDRLO(Fort Drum Regional Liaison Organization)의 회장인 Elizabeth Fipps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FDRLO 이사회, 직원 및 회원들을 대신해 Cuomo 주지사께 Fort Drum의 지원하려는 우리 지역의 

활동을 인정해주시고 그 중요성을 알아주신 것에 감사 드립니다. 방위 커뮤니티로서 우리 

지역은10
th

 Mountain Division의 군인들을 지원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 지역은 이들 

군인과 Fort Drum이 우리나라의 안보에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미래의 방위 

우선순위와 관련하여 불확실한 요즘 시대에 우리는 주지사가 이곳의 분위기를 안정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뉴욕주와 North 카운티에서 군사 임무와 군대 주둔이 

확대되길 바랍니다.” 

 

FDRLO 실무국장인 Carl McLaughlin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지원금은 Cuomo 주지사가 Fort 

Drum에 강력한 군대를 지속적으로 주둔시키겠다는 약속의 일환입니다. 이 지원금으로 우리와 

FDRLO 그리고 FDRHPO는 앞으로도 계속 보다 큰 국가 방위 커뮤니티를 알리고 이들 모두와 특히 

일부에게  Fort Drum과 10
th

 Mountain Division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알려나갈 

것입니다. Fort Drum과 10
th

 MD는 우리나라의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이에 굳건히 맞설 잘 

조직되어 있고, 배치되어 있고, 그 능력이 입증된 부대입니다. 또한 Fort Drum은 North 카운티의 

사교 및 경제 조직의 핵심 부분으로 이 지역을 뉴욕주에서 남다른 존재감을 키워줄 커뮤니티의 

하나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FDRHPO의 회장인  Thomas H. Carma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가 이 지원금 신청을 

승인해주시고 FDRHPO가 Fort Drum 및 이 남다른 군대/지역 파트너십의 필요성에 부응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아주신 점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FDRHPO의 활동은 Fort 

Drum에 집중되어 있지만 North 카운티 내 전체 커뮤니티에도 이익이 될 것입니다.” 

 

Rome Lab 

 

Joe Griffo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Rome Laboratory가 미국의 안전을 도모하고 우리 

카운티를 방어하는데 끼치는 중요한 역할 외에도 Rome Laboratory는 Mohawk Valley의 중요한 

부분으로써 Rome와 이 지역 전체에서 수 백개의 일자리와 투자를 지원합니다. 저는 Cuomo 

주지사가 연방예산 삭감으로부터 이들 군사기지를 안전하게 살려낸 것에 박수를 보냅니다. 이 

지원금은 지역 기구들이 Rome Lab을 대신해 싸워나갈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Anthony J. Brindisi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지원금으로 Rome의 공군연구실험실(Air Force 

Research Laboratory)을 지원하여 뉴욕주 사이버 연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민관학계 

이해당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프로젝트는 사이버보안의 리더로서의 

뉴욕주의 역할을 강화하고, 동시에 우리 주 및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뉴욕주의 향후 방위비 

삭감을 피해나가는 데 제 역할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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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ffiss Institute의 실무국장인 Bill Wolf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Mohawk Valley에서 정보기술 

클러스터를 지속적으로 확장하기 위한 파트너십과 자원을 제공해준 뉴욕주에 감사 드립니다. 이 

지원금으로 Griffiss Institute는 최근에 Quanterion Solutions에 제공되어 HSIAC(Homeland Security 

Information Analysis Center)라는 지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었던 사이버보안 정보 분석 센터의 

확장을 지원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Mohawk Valley EDGE 사장인 Steve DiMe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에서 중요한 군사적 기능을 

강화하고 증진시킬 수 있도록 지원금을 책정해주신 Cuomo 주지사와 주입법부에게 감사 드립니다. 

오늘 있었던 EDGE와 GLDC에 대한 지원금 교부 발표로 교육 및 연수, 클라우드 컴퓨팅, 사이버 연구 

활동의 기회를 늘리기 위해 Griffiss Institute 시설 확충 계획을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Cuomo 

주지사가 AFRL Rome에 전념하고 있고 뉴욕을 사이버 보안과 정보기술 능력을 선도하는 중심지로 

만들어 강력한 생태계를 더욱 발전시키려는 전략적인 뉴욕주 투자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더욱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CNYDA(Central New York Defense Alliance)의 실무국장인 Mary Carol Chrusicicki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지원금을 제공해주신 주지사와 뉴욕주에 감사 드립니다. CNYDA는 뉴욕과 AFRL 

Rome을 사이버 및 정보기술 최우수 센터로 홍보하고 발전시키는 일을 더욱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뉴욕은 소규모 및 대규모 방위계약업체, 하이테크 업체, 공공기관 및 민간 칼리지와 

유니버시티라는 강력한 네트워크를 갖춘 뛰어난 생태계를 보유한 곳입니다. 이 지원금으로 우리 

지역을 보호하고 지켜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SANGB(Stratton Air National Guard Base) 

 

Hugh T. Farley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09th Airlift Wing은 우리나라에 소중하고 고유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활동과 업적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우리 지역 커뮤니티와 경제의 소중한 일원이기도 합니다. 나는 Cuomo 주지사와 커뮤니티가 

Stratton Air Base와 109th Airlift Wing를 지원하고 주둔하도록 이끌어주신 점에 박수를 보냅니다.” 

 

James Tedisco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Glenville의 SANGB에 주둔해 있는 109
th

 Airlift Wing은  

미국에서 극지역으로 공수화물보급 활동을 제공하는 유일한 시설입니다. 이 기지는 전략적인 

중요성 외에도 수도권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경제 엔진이기도 합니다. Cuomo 주지사 덕분에 이 

지원금은 109
th

 Airlift Wing에 대한 뉴욕의 약속을 지속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Chamber of Schenectady County의 사장 겸 CEO인 Chuck Steiner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께서 SANGB가 Schenectady 카운티와 수도권 전체의 경제에 끼치는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계신 점에 매우 감사 드립니다. 우리는 이 지원금이 우리 커뮤니티에 자리한 이 중요한 군사시설의 

임무와 일자리 보호에 사용될 수 있도록 Metroplex가 이끄는 Schenectady 카운티의 경제개발팀과 

긴밀히 협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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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nectady 카운티 입법부 의장인 Judy Dagostin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Cuomo 주지사가 

우리의 SANGB를 포함한 주요 군사시설에서의 임무와 중요한 일자리 보호를 위해 주 차원에서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리더십에 감사 드립니다. 이 주 지원금은 Schenectady 카운티 내 

군사시설에서 2,000개가 넘는 일자리를 보호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Gabreski ANGB 

 

Kenneth LaValle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Gabreski 공항과 106th Rescue Wing은 수색 및 

구축 임무에 꼭 필요합니다. 주 지원금은 106th와 이 부대의 고숙련 부대원들이 이곳 Suffolk 

카운티에 계속 남아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Fred W. Thiele, Jr.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Cuomo 주지사께서 106th Rescue Wing에 

보여주신 헌신적인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Long Island와 전 뉴욕주는 106
th의 남녀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용기로 안심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106
th

 Air National Guard 주둔을 위해 

고군분투해주신 모든 현지 대표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뉴욕 주민들은 앞으로도 

이들의 보안과 구출 활동으로 많은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Suffolk County 중역인 Steve Bellone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06th Rescue Wing은 우리나라의 방위에 

중요한 역할을하며, 초강력 태풍 Sandy 발발 이후 증명되었듯이 중요한 커뮤니티 자원이기도 

합니다. Cuomo 주지사가 New York State Empire Development Corporation이 주는 126,000 달러에 

이르는 지원금을 받게 해주신 것에 기쁘고 감사 드립니다. 이 지원금은 우리 주의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통신 도구를 갖추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초강력 태풍 Sandy 발생 당시, 

106th Rescue Wing은 Suffolk 카운티에 Suffolk 카운티 경찰청과 타운 및 마을 경찰서를 지원할 

중요한 인력 자원을 제공했습니다. 모두의 손길이 필요할 때 106
th

 Rescue Wing은 진정으로 업무에 

충실하게 임했으며, Suffolk 카운티 주민들의 공공 안전에도 협력하여 주신 것에 감사 드립니다.” 

 

Watervliet Arsenal 

 

Neil Breslin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Arsenal이 장기적인 연구와 제조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Watervliet Arsenal이 이 지원금 대상지로 선정된 것을 보게 되어 기쁩니다.  Arsenal의 추가 

투자는 우리 지역의 안보를 강화해줄 뿐 아니라 크게는 우리나라의 군사력을 강화해줄 것입니다.” 

 

Ron Canestrari 하원 민주당 원내총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Cuomo 주지사가 파트너십이 수도권 지역 사람들을 위해 질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런 일자리를 

유치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알아 주신 것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이 지원금은 

그간의 투자를 바탕으로 Watervliet Arsenal에서 민관 파트너십 활성화를 더욱 돈독하게 해줄 

것입니다.” 

 

Arsenal Business & Technology Partnership 사장인 Peter Ganno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지원금은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Watervliet Arsenal에서 성공적으로 발전시켜온 민관 파트너십의 미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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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하는 데 중요합니다. 뉴욕주는 하이테크 연구 및 제조 회사들을 유치하여 제대로 사용되지 

않은 공간을 채울 수 있게 하는 데 매우 중요한 파트너였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들 민간 

회사들은 시설 운영비를 지급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Watervliet에서의 군사 

임무를 지속할 수 있게 해줍니다. 나는 Cuomo 주지사와 그의 팀들이 지역 경제 개발 사업에 

전념하고 Arsenal Business & Technology Partnership에서 수행하는 업무와 같이 중요한 재개발 

활동을 지원해주신 것에 감사 드리고 싶습니다.” 

 

Hancock Field ANGB 

 

David J. Valesky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가 174th Attack Wing의 용감한 남녀 직원들이 

우리나라를 위해 힘써주신 중요한 활동을 인전해주신 것에 감사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직원들과 

군사 기지 및 그 부대원들은 우리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만한 분들입니다.” 

 

Sam Roberts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Hancock Field ANGB(Air National Guard Base)를 

지원하는 일은 우리나라의 방위 뿐만 아니라 이곳 센트럴 뉴욕에 있는 이 기지와 연결된 수 백개의 

일자리르 보호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일입니다. 이 기지에 주둔해 있는 174th National Guard Fighter 

Wing은 우리나라의 방위에 있어 리더 역할을 해왔습니다. 뉴욕의 군사기지 보존은 군대 내 용감한 

젊은 남녀 직원들이 나라를 수호하고 집으로 무사 귀환할 수 있도록 적절한 훈련을 받는 데 꼭 

필요합니다.” 

 

CenterState CEO 겸 사장인 Robert Simpso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Syracuse에 있는 174th Attack 

Wing은 우리나라의 안보를 지탱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지역에도 연간 890억 달러 이상의 

경제적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뉴욕주가 주 내에 군사시설의 장기적인 지속성을 강화하려면 

통일된 전략을 유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는 주지사께서 우리 커뮤니티의 중요한 

경제적 동인을 지원해주신 리더십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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