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4년 7월 3일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국가국가국가국가 임무임무임무임무 수행수행수행수행 중중중중 사망한사망한사망한사망한 참전참전참전참전 용사를용사를용사를용사를 기념하기기념하기기념하기기념하기 위한위한위한위한 법안에법안에법안에법안에 서명서명서명서명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우리 나라를 보호하면서 사망한 참전 군인과 장병들을 기리는 

의미에서 주 고속도로 시스템과 다리의 일부의 이름을 변경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Allegany, 

Erie, Nassau, Niagara, 및 Ulster Counties에 있는 주 도로의 일부는 새로운 이름을 받았습니다. 또한, 

Putnam와 Suffolk 카운티의 다리의 이름이 변경됩니다.  

 

“우리의 국가와 민족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한 군대의 사람들에 대해, 이 교량과 도로의 

이름을 변경하여 우리는 그들의 유산과 명예를 계속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법률화 하는 이 법안에 서명하게 되어 자랑스럽고, 그들의 복무에 대해 

군인들에게 저의 깊은 감사를 보냅니다.” 

 

트윈트윈트윈트윈 도시도시도시도시 베트남베트남베트남베트남 참전참전참전참전 용사용사용사용사 기념기념기념기념 고속도로고속도로고속도로고속도로: Erie와 Niagara 카운티에 있는 주 도로 425의 일부는 

“트윈 도시 베트남 참전 용사 기념 고속도로”로 이름이 변경됩니다 이 고속도로 구간은 원래 

베트남 전쟁에서 사망한 사람들을 기리기 위해 “트윈 도시 기념 고속도로”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원래의 의도에 충족하기 위해 이름을 변경합니다.  

 

상원 의원 George Maziarz는 “트윈 도시 고속도로를 베트남 참전 용사 기념 고속도로로 지정하는 

것은 베트남에서 궁극적인 희생을 한 특히 North Tonawanda와 Tonawanda의 지역 군인들을 기리기 

위해 지난 몇 년 동안 지역의 노력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베트남 전쟁 시대에 많은 참전 군인들은 

그들의 공헌에 대해 충분히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 지정은 이러한 개인들이 가치가 있는 존경과 

감사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법안화로 추진한 이 중요한 법안에 주지사가 서명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라고 의원 D-C-I Kenmore 법안 저자인 하원 의원 Schimminger가 말했습니다. “트윈 

도시 기념 고속도로는 항상 베트남 전쟁 동안 복무한 Tonawandas 출신의 전쟁 시 사망한 명예를 

의미하려고 했지만, 원래의 법안이 1970년대에 법률로 제정될 때에 시대 상황으로 인해 베트남 

참전 용사의 이름은 의도적으로 배제되었습니다. 현재, 베트남 전쟁 이후 50주년 기간에 트윈 시티 

베트남 참전 용사 기념 고속도로와 간선 도로를 다시 그들에게 바칠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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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stown 외국외국외국외국 전쟁전쟁전쟁전쟁 참전참전참전참전 용사용사용사용사 기념기념기념기념 고속도로고속도로고속도로고속도로: Niagara 카운티, Porter 타운, Youngstown 빌리지의 

주 도로 93번의 일부는 “Youngstown 외국 전쟁 참전 용사 기념 고속도로”로 불립니다.  

 

상원 의원 George Maziarz는 “해외의 전쟁에서 우리 나라를 위해 복무한 모든 지역 병사들을 

존경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Youngstown에서 VFW Post 313와 함께 일하는 것은 저의 명예와 

특권이었습니다. 이 특별한 지정과 함께, 그들은 항상 기억되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원 의원 Sean Ryan은 “우리가 이번 주 우리의 독립 기념일을 축하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지속적인 자유를 위해 국내외에서 참전 용사들이 보여준 희생을 다시금 떠올리게 됩니다. 오늘 

만들어진 이 지정은 서부 뉴욕 출신의 참전 용사들에게 오래 지속되는 헌사가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와이오밍와이오밍와이오밍와이오밍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참전참전참전참전 용사용사용사용사 기념기념기념기념 고속도로고속도로고속도로고속도로: 현재 미국 도로 20A의 와이오밍 카운티 참전 용사 기념 

고속도로는 그 길의 더 넓은 노선을 포함하도록 확장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국내외의 군대에서 복무한 와이오밍 카운티 거주자 모두에게 큰 위안입니다. 이 

고속도로는 영원히 이 남성과 여성의 헌신을 기억하게 할 것이고 그들의 복무에 대한 우리의 

감사의 표현이 될 것입니다.”라고 상원 의원 Patrick M. Gallivan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독립 기념일에 가까워 지면서, 우리는 우리의 소중한 자유를 위해 견딘 용감한 군인 

남성여성들의 희생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이 법안을 실행하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원 

의원 David DiPietro가 말했습니다. “우리의 참전 용사들을 우리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모든 찬양과 

영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와이오밍 카운티 참전 용사 기념 고속도로는 이 나라를 위해 복무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기리는 상징이 될 것입니다.” 

 

Omar G. Blowers 병장병장병장병장 기념기념기념기념 고속도로고속도로고속도로고속도로: Allegany 카운티의 주 노선 70번의 일부는 “Omar G. Blower 

병장 기념 고속도로”라고 불릴 것입니다. Blowers병장은 뉴욕 Swain 출신이며 미군에서 

복무하면서 한국 전쟁 중에 중국군과 싸우는 과정에서 포로로 잡혔습니다. 그는 19세의 나이에 

포로로 잡혀서 107일 후에 사망했습니다.  

 

“Omar G. Blowers 병장은 명예롭게 복무하고 나라를 지키면서 그의 영웅적인 희생으로 생명을 

주었습니다. 한국 전쟁에서 포로가 된 후, 그는 포로로 목숨을 잃었고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 기념 고속도로로, Blowers 병장은 잊혀지지 않을 것이며 지금부터 그의 고향인 

Swain을 여행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가 우리를 위해 한 것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상원 의원 

Catharine Young (R,I,C-Olean)가 말했습니다. 

 

하원 의원 Joseph M. Giglio는 “Omar G. Blowers 병사 기념 고속도로가 현실화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Blowers 병사의 자신을 버린 그의 궁극적인 희상은 기념하고 존경 받을 가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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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이는 우리 국가를 위한 그의 복무를 그의 고향인 뉴욕 Grove 타운의 Swain을 통과하는 

바쁜 주 고속도로의 이름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저는 주 의회에서 이 법안을 지지하게 되어 

영광이고 주지사가 법률에 서명 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Shawn Michael Farrell II 병장병장병장병장 기념기념기념기념 고속도로고속도로고속도로고속도로: Ulster 카운티의 주 노선 44/55 부분은 “Shawn Michael 

Farrell II 병장 기념 고속도로”로 이름이 변경됩니다. 허드슨 밸리 출신의 Farrell 병장은 2014년 4월 

28일 아프가니스탄의 Kapisa 지방에서 임무 주에 그의 부대에 화재가 발생하여 사망했습니다.  

 

상원 의원 James L. Seward는 “우리 민족과 삶의 방식을 위해 미군의 유니폼을 입고 희생을 한 모든 

남자와 여자들. Shawn Michael Farrell II 병장은 궁극적인 희생을 보여줬고 우리는 그와 그의 

가족에게 그의 기억을 유지해야 하는 빚이 있습니다. 저는 Cuomo 주지사가 Farrell 병장의 그의 

나라와 동료 군인들을 위한 용기, 변함 없는 충성을 기리기 위한 이 법안의 서명에 합류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군인은 애국과 헌신적인 복무라는 유산뿐 아니라 그를 매우 그리워하는 가족과 지역 사회를 

남겼습니다. Shawn이 나라와 그의 가족, 친구, 다른 사람들을 위한 희생에 대해 고속도로의 이름을 

변경하여 경의를 보이고 기억되게 하는 것은 저의 희망이었습니다.”라고 하원 의원 Kevin Cahill이 

말했습니다. 

 

미국미국미국미국 장애장애장애장애 재향재향재향재향 군인군인군인군인 기념기념기념기념 다리다리다리다리: Putnam 카운티에서 Taconic 주 파크웨이를 교차하는 Bryant 연못 

도로의 다리는 “미국 장애 재향 군인 기념 다리”로 이름이 바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한 그들의 임무 수행 중에 입은 부상을 가지고 귀국한 남성과 여성의 헌신은 큰 가치가 

있습니다.”라고 상원 의원 Ball, 상원 재향 군인, 국토 안보 및 군사 문제위원회가 말했습니다. 

“주지사의 지원 덕분에, Bryant 연못 도로의 Taconic 주 파크웨이 다리는 자유는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 복무한 남성 및 여성의 피와, 땀과 눈물로 얻은 것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원 의원 Sandy Galef는 “우리는 우리 나라를 위해 복무한 장애를 가진 재향 군인을 기르기 위해 이 

지역 다리의 이름을 바꾸는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합니다. Taconic 주 파크웨이를 지나는 이 다리는, 

우리 나라와 우리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희생한 참전 용사들과 그들의 가족의 희생 아래 이 다리를 

지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억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법안에 서명한 Cuomo 주지사에게 감사 

드립니다.”라고 말했습니다. 

 

Daniel Joseph Daly 원사원사원사원사 기념기념기념기념 고속도로고속도로고속도로고속도로: Nassau 카운티 Glen Cove의 도시에서 주 도로 107의 일부는 

“Daniel Joseph Daly 원사 기념 고속도로”라고 불릴 것입니다. Daly 원사는 Glen Cove 출신으로 미국 

해병대에서 복무하고 두 차례에 걸쳐 명예의 메달을 수여 받았습니다. 첫 번째 메달은 1900년에 

혼자 힘으로 의화단 운동 기간에 위치 방어를 해내고 두 번째는 1915년에 아이티에서 평화 유지 

임무를 하는 동안 뛰어난 용맹을 보인 공로로 명예 메달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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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iel “Dan” Joseph Daly 원사는 뛰어난 해병대원으로 해병대 전 사령관으로부터 찬사를 

받았습니다.” 용맹하고 강하고 잘 존경 받은 그는 해병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좋은 예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우리 민족의 최고 군사 명예를 한 번도 아닌 두 번을 받은 극소수의 사람 중 

한 명입니다. Daly 원사는 해군과 수훈 십자 훈장의 명예 메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민족의 

독립 기념일을 축하하면서 저는 이 미국의 영웅을 인식하고 축하하는 Cuomo 주지사에게 감사를 

보냅니다.”라고 상원 의원 Carl L. Marcellino이 말했습니다. 

 

“이 뛰어난 해병대의 용감한 행위에 대한 공식적인 인식이 없이 몇 년이 지난 후에, 이러한 용감한 

행위를 인정하는 것을 결코 늦지 않습니다. 나는 이 법안을 후원하고 Daly 원사가 그가 자격이 되는 

영광을 받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라고 하원 의원 Lavine이 말했습니다. “역사는 Daly 

원사가 영웅적인 두 가지 행위로 인식된 것을 보여주고 어떠한 기준에 의해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음을 나타냅니다. 그의 용감성을 인정하여 도로의 일부분의 이름을 변경하는 것은 그의 

업적을 영구적으로 기념하는 상징이 될 것입니다.” 

 

Michael J. Esposito Jr. 병장병장병장병장 기념기념기념기념 다리다리다리다리: Washington 애비뉴에서 Suffolk 카운티의 I-495를 교차하는 

다리는 “Michael J. Esposito Jr. 기념 다리”로 지정됩니다. Brentwood 출신의 Esposito 병장은 2004년 

3월 18일에 아프가니스칸 Miam Do 마을에서 반 연합군 세력의 혼합을 제거하는 도중에 심각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자랑스럽게 우리 국가의 유니폼을 입고 복무하던 중 Michael Esposito Jr. 병장은 아프가니스탄에서 

그의 생명을 희생했습니다.”라고 상원 의원 Lee Zeldin가 말했습니다. “그의 명예로 다리의 이름을 

명명하는 것은 그의 용기와 살아있는 헌신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매일 싸웠던 우리의 남성과 여성들이 만든 희생에 대한 상징이 될 것입니다.”  

 

“Brentwood의 LIE를 지나는 Washington 애비뉴 다리를 변경하여 Michael J. Esposito Jr.에 대한 

존경을 나타내고 그를 기억하기 위한 것에 겸손하게 생각합니다. Esposito 병장은 Brentwood의 

진정한 지역 영웅 중 한 명이며, 그는 진정한 미국인으로 9/11 테러 이후 우리의 자유를 방어하기 

위해 군대에 다시 입대하였습니다. 비극적으로, 그는 2004년 3월 18일 화재 작업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의무를 위한 그의 영웅성, 용기와 사심 없는 헌신은 미국 군인들의 용기를 

나타냅니다.” 하원 의원 Phil Ramos가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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