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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연대 및 무역 임무를 위해 이스라엘로 출발  

  

Cuomo 주지사: "뉴욕주는  반유대주의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유대인 지역사회와  

연대"  

  

향후 이스라엘 사업체와의  경제적 발전 기회를  도모하고 연대 강화 및 유대인 

지역사회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순방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연대 및 무역 임무  순방을 위해 이스라엘로  

떠났습니다 . 주지사는  6월 27일 목요일 이스라엘에  도착하며  6월 28일 금요일 

저녁 뉴욕에 돌아올 예정입니다 . 최근 뉴욕에서  증가하고 있는 반유대주의  

사건에 따라 이번 순방을  통해  뉴욕주와 유대인 지역사회, 이스라엘인  사이의 

연대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 또한 주지사와 주 공무원들은  순방하는  동안 무인 

항공 시스템(Unmanned Aerial Systems, UAS) 기술, 운송  기술, 의료 서비스, 청정 

에너지, 사이버 보안,  핀테크, 인공 지능, 스마트 도시 기술 등을 비롯하여  

이스라엘 사업체들과  함께 뉴욕주 경제 개발 어젠다를 강화할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찾을 것입니다 . 주지사는 자녀인 Mariah, Cara, Michaela Kennedy Cuomo와 

동행하며 이에 대한 경비는 개인적으로  지불하게 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순방의  중심에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뉴욕이 사업을 위해 개방되어 있으며 이스라엘과의  경제적 

시너지를 지속한다는  점입니다 . 두 번째는  연대의 메시지입니다 . 미국은  

반유대주의  활동이라는  골칫거리를  가지고 있으며  저는 이것이 미국 전역에 

퍼져있는 분열과 편협의  한 가지 증상이라고  생각합니다 . 저는 이스라엘인  

여러분께 이 현상이 제게도 개인적으로  불쾌한 일이며 모든 뉴욕 주민이  이 

반유대주의의  빈발로  분노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뉴욕주에는  

반유대주의가  설 자리는  없으며 저희는 이에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입니다 . 또한 

이와 같은  행위가 발견되는  즉시 기소할 것입니다."  

  

주지사의 대표단 명단:  

•  Eric Gertler, UDC 이사회 회원 , Technion 이사회 회원 및 유에스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 (U.S. News and World Report) 회장  



•  Veronique Hakim,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MTA) 매니징 디렉터   

•  Melissa DeRosa, 주지사 비서관   

•  Robert Mujica, 뉴욕주 예산국 국장 및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TA) 

이사회 회원  

•  Jill DesRosiers, 수석 보좌관  

•  David Yassky, 정책국  디렉터  

•  Mariah, Cara 및 Michaela Kennedy Cuomo  

  

동영상과 사진은 순방 기간 동안 공개될 예정입니다 .  

  

순방의 일환으로 Cuomo 주지사는 이스라엘  사업체  및 주  공무원들과  함께 경제 

개발 원탁회의를  개최하여  뉴욕주의 경제 개발 어젠다를 강화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기업체와 그 기회를  확인할 것입니다 . 주지사의 경제 개발 원탁회의에  

참여하는 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Roswell Park Comprehensive Cancer Center  

• Civdrone  

• Dropcopter  

• mPrest  

• Brenmiller Energy  

• VocalZoom  

• SIGA OT Solutions  

• Flytrex  

• Maniv Mobility  

• Israel Drones Alliance (IDA) & UVID Conference  

• Blue White Robotics  

• Airwayz  

• Tevel Aerobotics Technologies  

• Israeli Innovation Authority  

• Siftech, The Jerusalem Entrepreneurship Center at The Hebrew University  

• Vorpal  

• Cybergym  

• RouteValet  

• HeraMED  

• Axilion Smart Mobility  

• OptiWays  

• Inpris  

• Technion - Israel Institute of Technology  

• Nexar  



• Via  

• Northwell Health  

•  Cornell University College of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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