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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국가국가국가국가 임무임무임무임무 수행수행수행수행 중중중중 사망한사망한사망한사망한 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 요원을요원을요원을요원을 기념하기기념하기기념하기기념하기 위한위한위한위한 법안에법안에법안에법안에 서명서명서명서명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국가 임무를 수행 중 사망한 요원 4명을 기념하기 위해 주 

고속도로 시스템과 교각 일부의 이름 변경을 위한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Madison, Erie, 

Schuyler 카운티의 주 도로 일부와 Chautauqua 카운티 교각 한 곳의 이름이 변경됩니다.  

 

Cuomo 주지사는 “독립 기념일을 앞두고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유를 보존하고 보호하기 

위해 희생된 남녀 미군들의 정신을 기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4명의 

젊은이들은 우리나라의 이상을 굳게 믿었으며 국가의 원칙을 해외에서 지키기 위해 목숨을 

버렸습니다. 새로 명명된 이 다리와 도로들은 용감한 젊은이들을 기리며 그들의 희생이 영원히 

기억되도록 할 것입니다. 법안 후원자들의 노력에 감사하며 희생자들의 가족에게 저의 심심한 

애도와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Madison 카운티의카운티의카운티의카운티의 Jeremy Lasher 일병일병일병일병 기념기념기념기념 고속도로고속도로고속도로고속도로  

Madison 카운티의 Oneida에서는 State Route 365A가 State Route 5와 교차되는 지점부터 State Route 

365와 교차되는 곳까지의 구간을 “Jeremy Lasher 일병 기념 고속도로”로 개명하게 됩니다. Jeremy 

Lasher 일병은 뉴욕주 Hamilton에서 태어났으며 2000년에 Oneida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06년 

10월에 해군에 입대할 때까지 Verona 소방소에서 소방관으로 일했습니다. 그는 2009년 7월 23일 
 

운전하던 차량이 아프가니스탄 Helmand주의 즉석 폭발 장치에 의해 폭파되어 사망할 때까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나라를 위해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일했습니다. 

 

David J. Valesky 상원의원은  “Jeremy Lasher 일병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으며 이 법안은 그의 

목숨을 명예로운 것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이 고속도로를 지날 때마다 나라를 위한 그의 용기와 

희생 정신을 기억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Bill Magee 의원은 “주지사가 2009년 아프가니스탄의 Helmand주에서 임무 수행 중 너무 어린 

나이에 사망한  Jeremy S. Lasher 일병을 기리는 중요하며 배려심 있는 법안을 인정한 것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이 법안은 뉴욕주 Madison 카운티의 Oneida시에 있는 Route 365A를 “Jeremy 

Lasher 기념 고속도로”로 지정하여 그의 업적과 희생을 기리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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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ie 카운티의카운티의카운티의카운티의 William R. Wilson III 하사하사하사하사 기념기념기념기념 고속도로고속도로고속도로고속도로 

Erie 카운티의 I-990의 일부는 “William R. Wilson III 하사 기념 고속도로”로 개명됩니다. William R. 

Wilson III 하사는 Erie 카운티의 Getzville 출신으로서 2003년 Williamsville North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Wilson 하사는 2005년에 입대하여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근무했습니다. 

2012년 3월 26일, 아프가니스탄의 Paktika 주에서 세 번째 전투에 참가하는 동안 사망했습니다. 

Wilson 하사는 아프가니스탄 병사와 경찰을 훈련하고 있었습니다. 

 

Michael H. Ranzenhofer 상원의원은 “이 법안을 입법화하도록 서명한 주지사를 칭찬하고 싶으며 

제가 이 법안을 후원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William R. Wilson III 하사 기념 

고속도로”는 Wilson 하사의 삶을 기념하는 것이며 우리 지역사회는 그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Wilson 하사의 국가를 위한 공적은 언제까지 남을 것이며 그를 기념하기 위해 I-990를 

지명한 것으로 우리의 감사와 칭찬의 마음을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특히 부모님인 William과 

Kimberly씨가 Billy의 이야기를 모두에게 들려준 것에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라고 말했습니다.  

 

Ray Walter  의원은 “William 하사는 600명의 군인 중에서도 부대 최고의 리더 2명 중 한 명이었으며 

Bronze Star와 Purple Heart 훈장을 사후에 받았습니다. 이번 고속도로 명명은 국가를 위해 크나큰 

희생을 한 젊은이에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찬사가 될 것입니다.  이 법안의 후원자였던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진정한 미국의 영웅에게 존경의 뜻을 표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Schuyler 카운티의카운티의카운티의카운티의 Christopher J. Scott 기념기념기념기념 고속도로고속도로고속도로고속도로 

Schuyler 카운티의 Town of Reading와 Yates 카운티의 Town of Starkey와 Village of Dundee에 있는 

State Route 14A는 이제부터 “Christopher J. Scott 기념 고속도로”로 불리게 됩니다. 육군 특수군인인 

Scott은 플로리다주 New Port Richey에서 태어나 뉴욕주 Dundee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2009년에 

Dundee Central School에서 축구, 트랙, 치어리더 부문에서 바시티 팀 선수로서 졸업했습니다. 

2011년 7월 아프가니스탄의 Kandahar 주로 배치되어 2011년 9월 3일 순찰하던 중 적군의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Tom O'Mara 상원의원은  “이번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킨 Cuomo 주지사에게 감사 드립니다. 독립 

기념일에 우리의 영웅들의 삶과, 봉사정신, 희생정신을 회상하고 경의를 표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Christopher J. Scott 기념 고속도로'는 Christopher의 업적을 영원히 

기념할 것이며 미국을 위한 그의 희생에 대한 우리의 감사와 존경을 상징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Phil Palmesano  의원은 “‘Christopher J. Scott 기념 고속도로’ 지정으로 지역사회는 Christopher의 

용기와 용감한 업적에 대해 영원히 지속되는 감사와 존경을 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Cuomo 주지사가 이 의미 있는 일을 위해 올해 7월 4일에 맞추어 즉각적으로 행동을 

취해 준 것에 대해 감사 드립니다”라고 말했습니다. 

 



 

Korean 

John Stow 베트남베트남베트남베트남 참전참전참전참전 용사와용사와용사와용사와 Chautauqua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State Route 394의의의의 MIA 기념기념기념기념 교각교각교각교각 

North Harmony 타운에서는 State Route 394에서 I-86을 가로지르는 교각의 이름을 “John Stow 

베트남 참전용사 및 MIA 기념 교각”으로 칭하게 될 것입니다. John Stow 일병은 뉴욕 Asheville에서 

태어났으며 베트남 전쟁 때 해군에서 복무했습니다. 그는 1968년 2월 13일 18세의 나이에 

사망했습니다. 

 

Catharine M. Young 상원의원은 “John L. Stow 해군 일병은 1968년 베트남 전쟁에서 사망했습니다. 

Stow 일병은 미국의 자유를 위해 목숨을 바쳤으며 최고의 희생을 보여준 영웅적인 병사였습니다. 

이 교각은 Stow 일병과 베트남에서 싸운 모든 병사들, 미국에서 군복무 기간에 '작전 중 실종'된 

모든 병사들을 기념하게 될 것입니다. 수 많은 베트남 참전 용사들은 귀국했을 때 노고에 대해 

충분한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이번 조치로 조금이나마 참전 용사들에게 보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법안은 또한 모든 MIA들의 업적을 잊지 않도록 모든 갈등에서 MIA를 인정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Andy Goodell 의원은 “John L. Stow 일병은 North Harmon 출신으로서 진정한 영웅입니다. 

베트남에서 복무한 기간은 짧았지만 동료 해군들에게 18세의 나이로 보여준 희생과 헌신은 모두가 

모방하고 싶어하는 영웅적인 것이었습니다. 이제 John Stow 베트남 참전용사 및 MIA 기념 교각을 

지날 때마다 우리는 자유를 위해 많은 것이 희생되었음을 깨닫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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