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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4년 9월 27일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아프가니스탄에아프가니스탄에아프가니스탄에아프가니스탄에 초당적초당적초당적초당적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사절단과사절단과사절단과사절단과 함께함께함께함께 도착도착도착도착 

 

이번이번이번이번 여행여행여행여행 중에중에중에중에 Cuomo 지사는지사는지사는지사는 대테러대테러대테러대테러 문제문제문제문제, 글로벌글로벌글로벌글로벌 위협위협위협위협 진화에진화에진화에진화에 대해대해대해대해 미미미미 국방부국방부국방부국방부 관리들로부터관리들로부터관리들로부터관리들로부터 

일련의일련의일련의일련의 브리핑을브리핑을브리핑을브리핑을 받을받을받을받을 것입니다것입니다것입니다것입니다 

 

Cuomo 지사는지사는지사는지사는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출신출신출신출신 및및및및 기타기타기타기타 미군들을미군들을미군들을미군들을 만나만나만나만나 그들의그들의그들의그들의 봉사에봉사에봉사에봉사에 감사할감사할감사할감사할 것인데것인데것인데것인데, 이에는이에는이에는이에는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Fort 

Drum의의의의 제제제제10 산악사단산악사단산악사단산악사단 장병들도장병들도장병들도장병들도 포함됩니다포함됩니다포함됩니다포함됩니다 

 

현재현재현재현재 약약약약 270명의명의명의명의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방위군과방위군과방위군과방위군과 900명의명의명의명의 Fort Drum 제제제제10 산악사단산악사단산악사단산악사단 장병들이장병들이장병들이장병들이 아프가니스탄에아프가니스탄에아프가니스탄에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해주둔해주둔해주둔해 있습니다있습니다있습니다있습니다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미 국방부 초청으로 초당적 주지사 사절단과 함께 

아프가니스탄에 도착하였습니다. 이 방문은 미 국방부가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행 

중에 Cuomo 지사는 대테러 문제, 뉴욕주의 보안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위협 진화 및 

기타 문제에 대해 미 국방부 고위 관리들로부터 일련의 브리핑을 받을 것입니다. 또한 

Cuomo 지사는 뉴욕주 출신 및 기타 미군들을 만나 그들의 봉사에 감사할 것인데, 이에는 

뉴욕주 Fort Drum의 제10 산악사단 장병들도 포함됩니다. 

 

“보안 우려가 고조된 시기에 우리는 뉴욕주의 대비를 증강하여 우리 시민들을 글로벌 

테러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연방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해외에서 복무 중인 우리 군인들의 지속적 용기와 희생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우리나라를 지키는 데 목숨을 바쳤습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해외의 우리 남녀 군인들에게 직접 지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깊은 

영광입니다: 뉴욕주는 여러분을 뒷받침합니다.” 

 

초당적인 대아프가니스탄 사절단에는Cuomo 지사 이외에 육군성 차관 Brad Carson, 

William E. Haslam 지사(테네시주), Jeremiah W. Nixon 지사(미주리주), Brian E. Sandoval 

지사(네바다주)와 기타 국방부 관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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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지사는 국방부 장관 Chuck Hagel에 의해 아프가니스탄을 방문하도록 

초청받았습니다. 보안 문제 때문에 이 여행은 미리 공개될 수 없었습니다. 

 

현재 약 270명의 뉴욕주 방위군이 아프가니스탄에 배치되어 있는 데, 그중 대부분은 

Hudson Valley와 뉴욕시 출신입니다. 추가적으로 약 900명의 Fort Drum 제10산악사단이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해 있습니다. 

 

9월 26일 금요일 저녁에 Cuomo 지사는 뉴욕으로부터 워싱턴 DC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날 

저녁에 주지사는 미 국방부 관리들로부터 보안 브리핑을 받은 후 앤드루스 공군기지를 

출발해 아프가니스탄으로 가는 경로에 독일의 람스타인 공군기지로 향하였습니다.  

 

Cuomo 지사는 9월 27일 토요일 독일에 도착하였습니다. 독일에 있는 동안 Cuomo 지사는 

란트스툴 지역 메디컬센터를 방문해 병원 스탭과 부상 장병들을 만났습니다. (Cuomo 

지사의 란트스툴 지역 메디컬센터 방문 사진은 여기에여기에여기에여기에 있습니다.) 그후 Cuomo 지사는 

람스타인 공군기지를 떠나 현지 시간으로 토요일 저녁에 아프가니스탄에 

도착하였습니다(아프가니스탄은 뉴욕 시간보다 8시간 30분 앞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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