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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경제개발 대표단의 이스라엘 순방 중 뉴욕-이스라엘 위원회  
(NEW YORK-ISRAEL COMMISSION) 출범 

  

뉴욕과 이스라엘 간의 경제적, 문화적 유대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22 명의 위원회 위원들 

  

무역을 확대하고 뉴욕과 이스라엘 간의 협력관계를 구축하려는 계획  

  

대테러 작전을 위한 모범 사례 공유를 위해 뉴욕과 이스라엘의 법 집행 기관 연계 

  

뉴욕 주립 대학교 (SUNY) 및 뉴욕 시립 대학교 (CUNY)와 이스라엘 대학교들 간의 학술 

및 연구 교류 지원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과 이스라엘 간의 경제 및 문화적 유대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기본 구조를 만드는 책임을 지게 될 “뉴욕-이스라엘 위원회 (New York-

Israel Commission)”의 출범을 발표했습니다. Mort Zuckerman이 22명 위원회의 명예 

위원장을 맡게 될 예정이며, Allen Faigin, Malcolm Hoenlein, Linda Mirels, Howard 

Zemsky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 (Empire State Development, ESD) 사장 겸 

최고경영자 및 커미셔너 등이 공동 위원장을 맡을 예정입니다. 주지사는 주지사의 

경제개발 대표단의 이스라엘 순방 중, Nir Barkat 예루살렘 시장 및 주요 국제 비즈니스 

리더들과 킹 다비드 호텔 (King David Hotel) 에서 회담을 가진다고 발표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과 이스라엘은 항상 깊은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유대관계를 공유해 왔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한 협력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분들은 유대인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이스라엘에 대한 우리의 공약을 재확인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저는 향후 몇 년 동안 이 협력관계의 영향이 뉴욕주 전 지역과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Malcolm Hoenlein 공동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Cuomo 주지사님의 뉴욕-

이스라엘 위원회 (New York-Israel Commission)의 공동 위원장직을 맡게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순방은 뉴욕과 이스라엘 사이에 존재하는 강력한 유대관계를 우리가 

계속 성장시키고 확대하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Cuomo 

주지사님 아래, 뉴욕은 유대인 지역사회에 대한 확고한 공약을 제시해왔습니다. 이 

계획은 우리의 문화 및 경제적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며 양 당사자가 

미래에도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보장 할 것입니다.” 

 

Linda Mirels 공동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과 이스라엘은 단지 주요 경제 

협력자 이상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국경을 초월한 유대관계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뉴욕-

이스라엘 위원회 (New York-Israel Commission)는 경제 성장의 새로운 문을 열고 문화 

교류를 확대하며 최첨단 연구와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최고의 인재들이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서로 묶어주는 유대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협력할 것입니다. 오랜 기간의 강력한 협력 관계에 대해 Cuomo 주지사님께 감사 

드립니다. 저는 차세대 이스라엘인과 뉴욕 주민들을 위해 새로운 성장과 기회를 촉진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Allen Faigin 공동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제의 각 분야에 있어서 뉴욕의 

이스라엘과의 강력한 관계의 긍정적인 영향은 수출에서부터 수입, 일자리에 이르기까지 

매우 명확합니다. 뉴욕-이스라엘 위원회 (New York-Israel Commission)의 출범을 통해, 

Cuomo 주지사님께서 우리의 경제적 유대관계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우리 두 지역의 

세계 최강경제 주체들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다시 한 번 협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요구의 시기 동안 주지사님의 리더십에 대해 주지사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 

지역사회에 헤택을 가져다 주고 국제 협력을 위한 세계적인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뉴욕-이스라엘 위원회 (New York-Israel Commission) 

 

이 위원회의 구성인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Mort Zuckerman (명예 위원장) 보스턴 부동산 (Boston Properties) 전임 

최고경영자 및 뉴욕 데일리 뉴스 (New York Daily News)와 유에스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 (U.S. News and World Report) 소유주 겸 발행인  

 Allen Faigin (공동 위원장), 정교회 연합 (Orthodox Union) 수석 부대표  

 Malcolm Hoenlein (공동 위원장), 주요 유대인 단체 대표 콘퍼런스 (Conference 

of Presidents of Major Jewish Organizations) 최고경영자  

 Linda Mirels (공동 위원장), 뉴욕 유대인 자선단체 연합 (United Jewish Appeal, 

UJA Federation) 전임 의장  

 Howard Zemsky (공동 위원장),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 (Empire State 

Development) 사장 겸 최고경영자 및 커미셔너  

 Stuart Appelbaum, 도소매업 백화점 연합 (Retail, Wholesale and Department 

Store Union, RWDSU) 대표 및 유대인 노동 위원회 (Jewish Labor Committee) 

위원장  



 Jack Bendheim, 피브로 애니멀 헬스 (Phibro Animal Health) 이사회 (Board of 

Directors) 의장 및 사장 겸 최고경영자  

 Sara Berman, 히브리어 랭귀지 아카데미 차터 스쿨 (Hebrew Language 

Academy Charter School) 설립자 겸 이사회 의장  

 Bob Cohen, 미국 이스라엘 공공문제 위원회 (American Israel Public Affairs 

Committee, AIPAC) 위원장  

 Alisa Doctoroff, 뉴욕 유대인 자선단체 연합 (United Jewish Appeal, UJA 

Federation) 전임 대표  

 Abe Foxman, 반 유대주의 대항 동맹 (Anti-Defamation League) 국립 명예 

감독관, 유대인 문화유산 박물관 (Museum of Jewish Heritage) 부의장  

 Richard Joel, 예시바 대학교 (Yeshiva University) 총장  

 George Klein, 유대인 문화유산 박물관 (Museum of Jewish Heritage) 부의장  

 Michael Miller, 뉴욕 유대인 지역사회 관계 위원회 (Jewish Community Relations 

Council of New York) 최고경영자  

 Joe Potasnik, 뉴욕 랍비 위원회 (New York Board of Rabbis) 수석 부대표  

 Burton Resnick, 잭 레스닉 앤드 선즈 주식회사 (Jack Resnick & Sons, Inc.) 의장 

겸 최고경영자 및 의장 명예 회장, 이스라엘 채권 개발공사 (Development 

Corporation for State of Israel Bonds) 이사회 명예 의장  

 Bill Rudin, 보다 나은 뉴욕을 위한 협회 (Association for a Better New York) 회장  

 Jeffrey Richard, 아메리칸 테크니온 소사이어티 (American Technion Society) 

사무총장  

 Charles Temel, 유비에스 (UBS) 수석 부회장 및 뉴욕 유대인 지역사회 관계 

위원회 (Jewish Community Relations Council, New York) 위원장  

 Randi Weingarten, 미국 교사 연맹 (American Federation of Teachers) 대표 및 

유대인 노동 위원회 (Jewish Labor Committee) 총무  

 Sol Werdiger, 아우터웨어 (Outerwear) 최고경영자 및 아구다스 이스라엘 

(Agudath Israel) 의장  

 Howard Zucker, 뉴욕주 보건부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Health) 

커미셔너 

뉴욕-이스라엘 위원회 (New York-Israel Commission)는 뉴욕과 유대인 지역사회 간의 

관계를 축하하는 새로운 프로그램과 경제적 협력관계를 개발하기 위한 기회를 촉진하고 

만들어 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 위원회의 위원들은 여러 가지 주요 분야에서 

뉴욕주와 이스라엘 간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아래에 요약된 목표를 충족시키는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교육 및 문화 교류를 개시하기 위한 계획들을 제안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경제 및 무역 

이스라엘은 기술 분야의 전세계적인 리더이며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급성장하는 

비즈니스의 본거지입니다. 이 나라는 현재 블룸버그 혁신 지수 (Bloomberg innovation 

index)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국가 중 5 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첨단 기술 

분야 경우, 2015년 한 해 동안 443,000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또한 뉴욕의 중요한 무역 파트너이며 뉴욕주 제품의 상위 다섯 번째 수출 

시장입니다. 2016년에 뉴욕에서 이스라엘로 수출된 원자재는 489,000만 달러 규모의 

경제 활동을 유발했습니다. 뉴욕의 이스라엘에 대한 주요 수출 품목에는 다이아몬드를 

포함하는 귀금속과 석재, 항공기 부품, 산업용 전기 기계류 등이 포함됩니다. 뉴욕주가 

이스라엘로부터 수입하는 상위 품목에는 귀금속과 석재, 제약 제품, 텔레비전 장비와 

같은 전기 기계류 그리고 플라스틱 등이 포함됩니다. 

 

뉴욕과 이스라엘 간의 강력한 경제적 유대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이 위원회는 무역 확대 

및 뉴욕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기업들이 엠파이어 

스테이트에 투자하도록 권장하기 위해, 위원회는 이스라엘 기업들이 뉴욕에서 제공하는 

모든 것을 둘러보도록 순회 홍보 행사들을 이끌 것입니다. 위원회는 또한 양국의 투자 

기회를 촉진하기 위해 미국-이스라엘 비즈니스 정상 회담을 조직할 예정입니다. 또한 

연구를 발전시키고 모범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위원회는 기술, 사이버 보안, 의료와 같은 

분야에서의 도전과 기회를 논의하기 위해 산업별 전문 원탁회의를 개최할 것입니다. 

 

보안 

뉴욕과 이스라엘은 테러의 위협을 포함하여 유사한 안보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양국 정부가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서로의 경험으로부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지원할 것입니다. 뉴욕의 법 집행 기관과 이스라엘의 그에 대응하는 법 집행 

기관을 연계함으로써, 위원회는 뉴욕이 대테러 작전에서 세계적 선두 국가 중 한 

곳으로부터 배우도록 도울 것입니다. 또한 위원회는 양쪽 정부가 불관용을 해소하고 

증오 범죄를 근절하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분열과 

반유대주의 (anti-Semitism)에 관한 대화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교육 

뉴욕과 이스라엘은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최첨단 연구를 추진할 수 있는 미개척의 기회를 

가진 몇몇 세계 최고 연구 기관들의 본거지입니다. 위원회는 학술 교류를 지원하고 뉴욕 

주립 대학교 (SUNY) 및 뉴욕 시립 대학교 (CUNY)의 대학들과 이스라엘 대학의 교수 및 

학생들 간의 연구 협력을 촉진할 예정입니다. 위원회는 고등학생 및 대학생들을 새로운 

아이디어에 노출시키고 학생들의 시야를 넓히는 교육 교류를 지원하기 위해 파트너들과 

협력할 것입니다. 최근에 졸업한 학생들을 위한 기회를 만들기 위해, 위원회는 뉴욕과 

이스라엘 학생들을 해외 인턴쉽 기회에 연결해 줄 것입니다. 

 

 

문화 

뉴욕과 이스라엘은 국경을 초월한 깊은 문화적 유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미 양국 

간의 교류에 참여하고 있는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위원회는 이스라엘과 뉴욕 학생들이 

서로의 풍부한 문화 유산에 관해 배우도록 문화 교류를 주도할 예정입니다. 위원회는 

또한 이스라엘 학생들과 미래의 리더들이 뉴욕을 방문해서 전 산업 분야에 걸쳐 저명한 

뉴욕 주민들과 만날 수 있도록 연수 프로그램을 지원할 것입니다. 뉴욕의 급속히 

성장하는 이스라엘 음식 분위기를 축하하기 위해, 위원회는 이스라엘 음식 축제를 



개최하고 이스라엘 요리를 중심으로 현지 및 국제 요리사를 초대하기 위해 테이스트 

뉴욕 (Taste NY) 프로그램과 협력 관계를 맺을 것입니다.  

 

글로벌 뉴욕 (Global NY) 소개 

2014년 Cuomo 주지사는 뉴욕에 투자하기를 희망하는 외국 기업과 전 세계에 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지역 기업들 양쪽 모두에게 원스톱 쇼핑을 제공하기 위해 글로벌 뉴욕 

(Global NY) 프로그램을 개시했습니다. 글로벌 뉴욕 (Global NY)은 현재 이스라엘에 무역 

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 (Empire State Development)는 뉴욕시의 이스라엘 경제 

사절단 (Israel Economic Mission)과 미국-이스라엘 상공 회의소 (America-Israel 

Chamber of Commerce)와 협력하여 이스라엘 측 퍼트너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호 작용은 이스라엘 마켓플레이스에서 뉴욕에 기반을 둔 기업들의 

관심을 촉진하고 뉴욕과 이스라엘 기업들과 기관들 간의 협력을 조성하며 나노 기술, 

대체 에너지, 생명 공학 등과 같은 특정 상호 관심 분야에서의 주도권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난 2 년 동안, 뉴욕주는 뉴욕과 이스라엘 사이에 다음과 같은 무역 사절단을 

조직해왔습니다. 

 

2015 년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 (Empire State Development)는 이스라엘 

다이아몬드 센터 (Israel Diamond Center)에서 개최된 국제 다이아몬드 주간 

(International Diamond Week) 동안, 뉴욕의 다이아몬드 및 보석 회사 15개 업체를 

지원했습니다. 참가 기업들은 이 쇼에 참가한 결과, 320만 달러의 수출 판매 증가를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향후 2년간 240만 달러의 추가 매출이 예상됩니다. 

 

2016년 2월과 2017년 2월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 (Empire State 

Development)는 브루클린 상공 회의소 (Brooklyn Chamber of Commerce)를 통해 매번 

이스라엘 행 무역 사절단에 속한 기업체 10곳을 지원했습니다. 참여기업들을 위한 개별 

회의는 180만 달러 규모의 수출 판매 실적을 올렸습니다. 

 

주지사의 뉴욕-이스라엘 위원회 (New York-Israel Commission)는 뉴욕과 이스라엘 

기업들 간에 존재하는 이러한 경제적, 교육적 협력관계와 다른 협력관계들을 바탕으로 

글로벌 뉴욕 (Global NY) 프로그램의 범위를 확대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의 경제개발 대표단의 이스라엘 순방 

주지사는 경제개발 대표단의 이스라엘 순방 동안 위원회의 출범을 개시했습니다. 이번 

순방의 목표는 이스라엘과의 경제적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글로벌 뉴욕 (Global NY) 

프로그램을 통해 뉴욕의 새로운 일자리 만들기와 추가적인 국제 투자금 유치에 대한 

주지사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순방은 뉴욕과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관계를 

강화하고 반유대주의 (anti-Semitism)를 퇴치하기 위한 뉴욕주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입니다. 주지사는 3월 4일 토요일 출국하여, 3월 6일 월요일 귀국 예정입니다. 

주지사의 순방 일정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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