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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주 정부 지도자들의 이스라엘의 화합 방문 발표

이스라엘과의 연대 시위에서 뉴욕의 지도자들은 초당적 화합의 위임을 위해 8월 12일에서 14일까지
협력에 참여

Andrew M. Cuomo 주지사, 상원 다수당 공동 지도자 Dean Skelos와 Jeff Klein, 국회 의장 Sheldon
Silver은 오늘 하마스와 다른 테러 조직의 지속적인 공격의 위협에 미추어 뉴욕 주의 지지 상황을
재확인 하려는 화합 방문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몇 주간의 이스라엘 관리자들과의 지속적인
대화에 이어, 화합 방문을 8월 12일부터 14일에 개최됩니다. 이스라엘에서 전투에 영향을 받은
이스라엘 지역을 방문하고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만남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재 뉴욕 이스라엘 총영사 Ido Aharoni는 “우리는 이러한 중요한 시대에 주지사가 이스라엘의
초대를 수락하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우정과 연대를 표현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지사의 지원과 격려에 감사 드리며, 우리는 우리가 공유한 가치를 기반으로 뉴욕
사람들과의 강력한 관계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Cuomo 주지사와 이스라엘에 있는 그의
전체 대표단의 인사를 기대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친구는 위기의 시대에 함께 서고, 저는 우리의 우정과 지원을 재확인할 수 있는 이스라엘로의
초당 적 대표단을 이끌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라고 Cuomo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뉴욕은 항상
이스라엘과 특별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하마스와 다른 테러 조직이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위협함으로, 지금은 인간의 연대 메시지를 전달해야 할 시간입니다.”
상원 공동 대표 Dean G. Skelos는 “역사의 중요한 시기에 하마스가 주도하는 공격과 살인 폭격기와
잔인한 전술에서 그들의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를 방어하려는 이스라엘의 권리를
무조건적이고 강력하게 지원하는 것을 뉴욕이 재확인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이스라엘을 방문하는 뉴욕 주 대표단의 일부로 주지사, 상원 공동 대표 Klein, 국회 의장 Silver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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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류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고 우리 나라의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동맹에 뉴욕과 우리 구역의
사람들의 마음을 전달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상원 공동 대표 Jeffrey D. Klein은 “홀로코스트의 생존자의 손자로서 이스라엘은 개인적으로 신성한
것뿐만 아니라 제가 소중히 여기는 민주주의에 내재된 가치와 권리를 위한 신호등이기도 합니다.
저는 뉴욕 대표단의 일부로 Cuomo 주지사, 상원 공동 대표 Skelos, 국회 의장 Silver에 합류하여 이번
주에 이스라엘에 방문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고 이스라엘의 연대로 우리가 항상 서있는 지원을
보여주게 되어 기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국회 의장 Sheldon Silver는 “여러 번 방문을 하면서, 저는 유대인 국가의 사람들과 뉴욕의 연대를
보여주기 위해 이스라엘에 방문하는 우리의 미션을 위해 Cuomo 주지사와 상원 의원 Skelos와
Klein에 합류하게 되어 기쁩니다. 이스라엘의 평생 후원자로서, 저는 이 여행의 중요성을 과장할 수
없습니다. 저는 많은 뉴욕의 기업들이 그곳에서 시작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엠파이어
스테이트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과 그 사람들에게 특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그 연대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의 방문이 뉴욕과 이스라엘의 사이의 유대 관계를 더
강화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와 의회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뉴욕 대표단에는 Mortimer B. Zuckerman, Boston
Properties의 집행 위원장, Daily News의 발행인, U.S. News과 World Report의 회장 겸 편집장과
주지사의 가족들이 포함됩니다: Kenneth Cole, Kenneth Cole Productions, Inc.의 CEO; Neil Cole, Iconix
Brand Group, Inc.의 CEO, 사장 겸 위원회 회장; Howard S. Maier, Holocaust Memorial과 Nassau
카운티의 Tolerance Center 명예 회장.
뉴욕은 세계에서 이스라엘을 제외한 가장 큰 유대인 커뮤니티를 대표하며 170만명 이상의
유대인의 집입니다. 이는 Cuomo 주지사의 이스라엘의 네 번째 여행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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