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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는 음력 새해 퍼레이드 전에 연설함

주지사는 “음력 새해 올해의 인물 상”을 받았습니다
오늘 일찍, Andrew M. Cuomo 주지사는 Queens에서 시작한 Flushing 음력 새해
퍼레이드에서 함께 행진하였습니다. 퍼레이드 이전에 주지사는 연설을 하였으며
Flushing Chinese Business Association으로 부터 음력 새해 올해의 인물 상을
받았습니다.
주지사의 연설 영상은 YouTube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여기 및 TV-품질 형식으로 (h264,
mp4) 여기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벤트 사진은 조금 후 주지사의 Flickr 페이지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퍼레이드 이전 주지사 연설 초록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우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Peter Tu씨, 그의 리더쉽과 그가한 모든 일에 대해 큰
박수갈채를 보냅시다. 그리고 Pau Yoo씨에게 큰 박수갈채를 보냅시다. 박수는 저희가
따뜻하게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Liu Tee Shu씨,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드립니다.
The Korean American Association of Queens, the Flushing Chamber, Chinese Business
Association, 그들에 노고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는 “안녕하세요”라고
말합니다, 모두 안녕하세요. 그리고 저희는 음력 새해를 축하하기위해 여기에 모인것이
아주 기쁩니다. 그리고 저희는 “호-년-지-시앙,”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원숭이에 해에 좋은
운세를 바라는 말입니다.
이번 새해 축하는 더 이상 이 축하가 Queens만을 위한 것이 아니며, 더 이상 아시아
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합니다. 저는 이것을 법률로 제정하는 것에
서명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는 이제 뉴욕 주의 법정 공휴일입니다. 음력
새해는 이제 법정 공휴일이며 공립 학교는 음력 새해와 아시안 아메리칸 커뮤니티를
축하하고 이 위대한 주에 갖는 의미를 축하하기 위해 닫게 됩니다.
이 퍼레이드는 용이 약간의 감기에 두려워 하지 않으며 사람들이 힘을 갖고 나왔고
즐거운 퍼레이드를 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Peter씨로 부터
들었듯이 저는 Queens 출생입니다. 저는 Holis, Queens Union 턴파이크 아래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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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났습니다. 저는 Main Street 쪽에 Archbishop Molloy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아시안 아메리칸 커뮤니티가 Queens를 위해 한일을 보는 것은 즐겁습니다.
그들이 갖고온 에너지, 경제 활성화, 문화 등을 통해 Queens는 그 어느때보다 강합니다.
이는 많은 방문객들이 방문하는 국제 관광지입니다.
그리고 아시안 아메리칸 커뮤니티가 Queens에서 번창하고 뉴욕을 더 나은 주로
발전시키는 것을 보는 것은 큰 즐거움 입니다. 왜나하면 이것이 뉴욕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도시와 주의 일부가 되고자 기회와 교육을 위해
이곳으로 오며 그들은 이 도시와 주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아시안 아메리칸
커뮤니티는 이것에 대한 아름다운 예 입니다.
그러므로 모두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Peter씨 그리고 이런 멋진 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퍼레이드를 이끌게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모두 행진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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