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9년 6월 27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이스라엘 도착, REUVEN (RUVI) RIVLIN 대통령  만나  

  

Cuomo 주지사가 Rivlin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방문 영상 여기에서 확인 가능, 여기에서 TV 품질로 시청 가능  

  

방문 사진 여기에서 확인 가능  

  

  

오늘, 이스라엘에  도착한  Andrew Cuomo 주지사는 연대 및 경제 개발 순방 중  

Reuven (Ruvi) Rivlin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 주지사는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MTA) Ronnie Hakim 이사, 도시 

개발공사(Urban Development Corporation, UDC) 및 테크니온 이사회(Technion) 

일원 Eric Gertler 등 행정부 임원들, 주지사의  자녀  Mariah, Cara, Michaela 

Kennedy Cuomo와 함께 돌아볼  예정입니다 .  

  

Andrew Cuomo 주지사는  Rivlin 대통령에게  Nechama 영부인의 별세에  대해 

애도했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 "대통령님, 2014년에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반유대주의를  하나의  개념으로  얘기했습니다 . 단 5년만에 생긴 차이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 현재 전 세계에 분노와 편협함이  있으며 자기와 다른 의견은 나쁘게 

취급합니다 . 뉴욕시 경찰청(New York Police Department, NYPD)은 작년에  

반유대주의가  83%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 저희 유대인 지역사회는  뉴욕주의 

본질적 부분이며 주정부는  이에 맞서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자신과 가족이 이스라엘에  부여하는  중요성을  

개인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순방 중 세 자녀를  동반한다고  언급했습니다 . 

주지사는 대통령에게  "우리는 가족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은 주지사의 끊임없는 확고한 우정과  오랜  시간 이스라엘을  지원한 것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 대통령은 "주지사님은  진정한  친구입니다 . 이스라엘에 ,  저희  

수도 예루살렘에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늘 그렇듯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고 

하며 이 둘이 미국-이스라엘  관계와 양당적 지원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  

  

https://www.youtube.com/watch?v=XNhGV7U4YPw&feature=youtu.be
https://spaces.hightail.com/receive/7rn4XWQbui
https://www.flickr.com/photos/governorandrewcuomo/albums/72157709273486773


반유대주의에  대해 대통령은 "주지사님처럼  저도  늘어나는 반유대주의가  

걱정되며 뉴욕이 그에 맞서기  위해 하고 있는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 우리는 

인종차별주의  및 모든 종류의  차별에 반대한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주어야  

합니다."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뉴욕 사이의 강한 유대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 

"주지사님이  오실 때마다  이스라엘과  뉴욕 사이에  협력하는 분야가 더  

많아집니다 . 우리는 기술, 사이버, 디지털  건강, 법  시행, 학계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곳 모두  인구  밀집이 높아 테러리즘의  대상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  서로에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 임기 동안 이스라엘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 

2014년 방어 방패  작전(Operation Defensive Shield) 중 방문했으며  2017년 뉴욕 

반유대주의  공격 사건 후 방문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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