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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1월 4일 엠파이어 스테이트 플라자 컨벤션 센터에서 2012 STATE OF 

THE STATE 연설 계획 발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1월 4일 오후 1시 30분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플라자 
컨벤션 센터에서 2012 State of the State 연설을 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State of the State 연설은 뉴욕 정부가 뉴욕 
주민들에게 문을 열고 뉴욕주 재건 과정에 참여하도록 촉구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플라자 컨벤션 센터에서 State of the State 연설을 개최함으로써 수 
많은 뉴욕 주민들이 Albany로 모여들어 연설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월 
4일에 입법기관 구성원 및 시민들과 함께 새로운 한 해를 열고 지난해 주 정부를 
변화시키기 위해 시작한 노력을 이어가며 새로운 New York을 만들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집권당 상원 대표 Dean Skelos씨는 “지난 12개월 동안 뉴욕주는 전국적인 리더가 되어 
초당파적인 협력과 노력을 통해 정부가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미국 전역에 보여주었습니다. Cuomo 주지사, Silver 대변인, 상원의 동료들이 함께 1월 
4일에 모여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공통의 비전을 확인하고 새해에도 뉴욕주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겠다는 다짐을 하는 순간을 고대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Sheldon Silver 의회 대변인은 “작년의 입법 시즌은 최근에 경험한 가장 생산적인 
시즌이었습니다. 새해의 시작과 함께 실시되는 Cuomo 주지사의 State of the State 연설은 
주민을 위해 일하고 노동자와 취약한 환경에 처한 시민들이 뉴욕의 미래를 위해 의견을 
공유하도록 하겠다는 주 정부의 목표에 다시 초점을 맞추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Cuomo 
주지사 및 상원의 동료들과 협력하여 뉴욕의 경제를 개선하고 학교, 병원, 중요한 사회 
안전 프로그램 등이 필요한 자원을 갖출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게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참석을 원하는 주민들은 주지사의 다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등록하십시오: 
www.governor.ny.gov  
 
등록 기간은 2011년 12월 21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12월 29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좌석이 제한되어 있으며 티켓은 양도할 수 없습니다. 요청 인원이 참석 가능한 인원을 
초과할 경우, 추첨을 통해 참석자를 선정합니다. 참석자에게는 선택 여부를 2012년 1월 
2일까지 이메일로 알려 드릴 것입니다.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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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는 무기류와 통제 대상 약물은 물론 가방류, 베낭, 여행가방, 짐, 서류가방 및 유사한 
물품의 소지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음에 유의하십시오.  
 
사진 촬영과 비디오 촬영 장치는 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금지된 물품을 소지한 
참석자는 입장이 거부되며 그러한 물품을 위한 보관소나 “체크인 구역”은 제공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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