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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ROUTE 781을 PAUL CERJAN 기념 고속도로(PAUL CERJAN MEMORIAL HIGHWAY)로 
지정하는 법안에 서명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Jefferson 카운티의 Route I-781을 Paul Cerjan 기념 고속도로(Paul 
Cerjan Memorial Highway)로 지정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Cerjan 준위의 헌신과 업적, 그리고 그가 North Country 및 Fort Drum 기지에 
기여한 바를 인정하는 이번 법안에 서명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Cerjan 준위는 진정한 
뉴요커였으며 Fort Drum을 세계적인 수준의 군기지가 되도록 기여한 것을 비롯하여 미국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수 십 년 동안 시간과 노력을 희생해 왔습니다. 그와 같은 미국의 영웅을 기념하는 
법안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Route I-781을 Cerjan 준위의 이름을 따서 명명하는 운동을 펼친 
법안 후원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고속도로 이름 지정은 Paul G. Cerjan 준장의 지역, 주, 미국 전체에 대한 공적을 기념하는 
일입니다. 뉴욕의 Rome에서 태어나 West Point의 United States Military Academy를 졸업한 Cerjan 
준위는 34년 동안 활동하고 준위로 승진했습니다. 10th Mountain Division에서 1985년부터 
1988년까지 부사령관으로 일했던 그는 Fort Drum을 소규모 훈련센터에서 세계적으로 인정 받는 
군기지로 전환했던 12억 달러 건설 프로젝트의 계획, 프로그래밍 및 실행을 담당했습니다. 그의 
비전, 국방부 군대 건설 절차에 대한 지식, 미공병단 정책 및 절차에 대한 이해 등을 통해 그는 
프로젝트를 제시간에 표준과 예산에 맞게 마치는데 기여했습니다.  
 
1994년에 은퇴한 Cerjan은 이라크와 쿠웨이트 전쟁에서 몇 년을 근무한 것을 포함하여 전쟁터의 
군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몇 가지 관리했습니다. 그는 또한 3개 대학에서 총장의 임무도 
수행했습니다. Cerjan 준위는 10th Mountain Division의 전국협회에서 활동적으로 일했으며 10th 
Mountain Division 장학기금의 공동회장으로 일했습니다. 그는 2011년 4월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I-781 고속도로는 Jefferson 카운티의 Watertown 북쪽에서 건설 중인 미래형 예비 고속도로입니다. 
완공되면 Pamelia의 I-81에서 Le Ray의 Fort Drum까지 4.9마일이 연장됩니다.  
 
Patty Ritchie 상원의원은 “Paul Cerjan 준위는 나라를 위해 30년 이상 일했으며 은퇴한 후에도 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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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um 지역사회에서 봉사를 계속했습니다. I-81 고속도로 Ft. Drum Connector의 이름을 Cerjan 
준위의 이름을 따서 명명하는 것은 그의 봉사와 희생 정신에 대한 경의를 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Cuomo 주지사가 이번 법안에 서명한 것과 이번 입법 과정에서 주요 원동력이 
되어주었던 은퇴한 Col. Plummer의 노력에 대해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Addie Russell 의원은 “Cerjan 준위의 업적은 어떤 사람의 업적보다 Fort Drum을 소중한 자원이 
되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는 군사시설을 떠난 후에도 활약했지만 North Country에 대한 그의 애정 
때문에 National Association of the 10th Mountain Division과 10th Mountain Division 장학기금에서 
다시 지도자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North Country의 일원으로서 이 고속도로의 이름을 
개정함으로써 그의 업적과 공적을 확인하는 일은 가슴 벅찬 일입니다” 라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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