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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성 패트릭의 날 (ST. PATRICK'S DAY)에 아일랜드 행 무역 사절단에 
대해 발표  

 
오늘의 퍼레이드에 Enda Kenny 아일랜드 수상과 함께 합류한 Cuomo 주지사 

 
퍼레이드에서 행진하는 주지사와 수상 사진은 여기에서 확인 가능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2017 년 성 패트릭의 날 (St. Patrick’s Day) 퍼레이드의 사진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성 패트릭의 날 (St. Patrick’s Day)에 사상 최초의 

아일랜드 행 뉴욕 무역 사절단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오늘 아침 뉴욕시의 성 패트릭의 날 

(St. Patrick’s Day) 퍼레이드 동안에, 주지사는 Enda Kenny 아일랜드 수상과 함께 나란히 

행진하면서 이미 구축된 강력한 경제 관계를 더 발전시킬 아일랜드 행 무역 사절단의 

이익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무역 사절단은 뉴욕주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로 

신규 방문객들의 유치를 도우면서 뉴욕주 리더들을 국제적인 비즈니스에 연결시켜 줄 

것입니다. 이 무역 사절단에 관한 보다 많은 정보는 앞으로 몇 주간 제공될 예정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이미 문호를 개방했고 기업들이 새로운 

세계 시장으로 영업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산업계 리더들과 

뉴욕주 전 지역의 대표자들이 사상 최초의 아일랜드 행 뉴욕 무역 사절단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경제와 다양한 기업 공동체를 전에는 결코 도달하지 못했던 

높은 수준까지 이끌 것입니다. 이 성 패트릭의 날 (St. Patrick’s Day)에, 우리는 

아일랜드의 문화유산을 축하할 뿐만 아니라 뉴욕의 글로벌 발자취가 계속 확장될 수 

있도록 투자하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전 세계의 모든 뉴욕 주민들을 받아들입니다. 

이 사절단은 우리의 무역 관계를 강화하고 차세대를 위해 아일랜드의 우리의 파트너들과 

함께 비즈니스 개발 기회를 확대할 것입니다.” 

 

지난 2월, Cuomo 주지사는 오렌지 카운티 소재 스튜어트 공항 (Stewart Airport)이 

아일랜드의 벨파스트, 더블린, 섀넌에 운항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서양 횡단 항공편을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새로운 여행 기회는 뉴욕과 아일랜드 양쪽 모두에서 

비즈니스 및 관광산업을 성장시킬 것입니다. 

https://www.flickr.com/photos/governorandrewcuomo/sets/72157678071561814
https://www.flickr.com/photos/governorandrewcuomo/albums/72157679581230861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new-stewart-international-airport-partnership-norwegian


 

뉴욕과 아일랜드는 무역의 주요 파트너들입니다. 2016년 한 해에만 아일랜드로의 뉴욕 

수출은 전기 및 산업 기계를 포함하여 2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같은 해, 뉴욕은 

아일랜드로부터 거의 10억 달러에 달하는 원자재를 수입했습니다. 약 250만명의 

아일랜드계 주민들이 뉴욕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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