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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4년 8월 12일 

 

동영상동영상동영상동영상 및및및및 사진사진사진사진: CUOMO 지사와지사와지사와지사와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통합통합통합통합 대표단대표단대표단대표단, 이스라엘로이스라엘로이스라엘로이스라엘로 출발하기출발하기출발하기출발하기 앞서앞서앞서앞서 언론과의언론과의언론과의언론과의 시간을시간을시간을시간을 

갖다갖다갖다갖다 

 

뉴욕주 통합 대표단의 Cuomo 지사와 기타 단원들은 이스라엘로 출발하기 앞서 오늘 저녁 John F. 

Kennedy 국제공항에서 언론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Cuomo 지사, 하원의장 Sheldon Silver, 상원 여당 공동리더 Dean Skelos, 상원 여당 공동리더 Jeff Klein 

및 Mortimer B. Zuckerman의 발언 동영상동영상동영상동영상이 TV급 (h264, mp4) 형식으로 여기 및 여기 YouTube에 

있습니다.  

 

행사 사진사진사진사진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여행에 대한 상세상세상세상세 정보정보정보정보는 여기에 있습니다.  

 

Cuomo 지사의 발언발언발언발언: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인은 먼저 Melissa와 이 여행을 수립하기 위해 매우 수고하신 팀에게 

감사하기 원합니다 – 또한 이 준비를 촉진하신 El Al에게 감사하기 원합니다. 본인은 이스라엘로 

가는 이 통합 대표단의 일원이 되어 매우 흥분되고 자랑스럽습니다. Melissa로부터 들으셨듯이 이 

대표단에는 하원의장 Sheldon Silver; 상원 공동리더 Dean Skelos; 상원 공동리더 Jeffrey Klein; Boston 

Properties의 회장, Daily News의 발행인 겸 U.S. News and World Report의 회장인 Mortimer 

Zuckerman; Kenneth Cole Productions의 CEO Kenneth Cole; Iconix Brand Group의 사장 Neil Cole; 

Nassau 카운티 홀로코스트 기념 관용 센터의 명예회장 Howard Maier가 합류할 것입니다. Kenneth, 

Neil 및 Howard는 본인의 동서들입니다. 우리는 이디시어로 '미쉬파차'라고 말하곤 합니다 – Shelly, 

하실 말씀이 있는지요. 

 

“우리의 메시지는 간단하고도 명료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며 이 갈등에서 스스로를 

방어할 이스라엘의 권리를 지지합니다. 이 대표단은 주정부 전체를 대표합니다. 행정부, 입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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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원의 여야를 대표합니다. 비즈니스 리더들과 가족 구성원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이 방문은 

우리가 이스라엘국과 갖고 있는 깊은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및 개인적 관계를 입증합니다. 

뉴욕주에는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지구상의 그 어떤 곳보다 더 많은 170만명의 유대인이 있습니다. 

지금은 불안정한 때입니다. 이스라엘이 공격 받고 있습니다. 반유대주의 사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발견된 터널망은 걱정을 끼치고 공격의 정도를 말해줍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우리의 

몰입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몰입을 지금 분명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뉴요커로서 

우리는 테러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야기하는 고통과 공포를 몸소 알고 있습니다. 뉴욕에서의 삶은 

9/11에 의해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누구나 살인이 멈추어 죽음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스라엘은 스스로를 방어할 권리를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전할 메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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