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7/2/2015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ANDREW M. CUOMO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주지사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국가국가국가국가 임무임무임무임무 수행수행수행수행 중중중중 사망한사망한사망한사망한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출신출신출신출신 군인을군인을군인을군인을 기리기기리기기리기기리기 위한위한위한위한 법안에법안에법안에법안에 서명서명서명서명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국가에 봉사하다가 사망한 뉴욕주 출신 군인을 기리기 

위해 주 고속도로 시스템 구간 및 교량의 명칭을 변경하는 법안에 서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외적 뉴욕주민들은 나라의 부름에 응하여 그 토대가 되는 가치관을 섬기다가 

궁극적 희생을 치렀습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독립기념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본인은 이 5명의 비범한 군인을 추모하고 그들의 헌신과 희생이 잊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법안에 서명하여 자랑스럽습니다.”  

 

Todd J. Clark 중령중령중령중령 기념기념기념기념 하이웨이하이웨이하이웨이하이웨이: Albany 카운티 Guilderland 타운 소재 주 루트 146의 

일부 구간이 “Todd J. Clark 중령 기념 하이웨이”로 명명될 것입니다(S.2290/A.2131). 

Guilderland에서 성장한 Clark 중령은 아프가니스탄 국군 고문관으로 복무 중 근거리 

공격시 2013년 6월 8일에 작전 중 사망하였습니다. 새로 명명된 하이웨이는 주 루트 

20과 주 루트 146의 교차점에서 시작하여 북쪽으로 Lydius Street까지 계속됩니다.  

 

상원의원 George Amedore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Todd J. Clark 중령은 나라와 

지역사회에 대한 헌신이라는 유산을 남겼습니다. 그의 홈타운에 있는 이 하이웨이의 

명칭 변경은 그가 사랑한 나라를 위해 궁극적 희생을 치른 분을 기리는 작은 표시입니다.” 

 

하원의원 Patricia Fahy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Guilderland의 Todd Clark 중령의 

비범한 봉사와 궁극적 희생을 기념하여 루트 146을 재명명하기 위한 이 법안을 발의한 

것은 영광입니다. 이는 독립기념일을 축하하는 매우 적절한 방법이며 본인은 이 법안을 

지지하신 주지사와 중령 가족의 엄청난 애국심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해병대위해병대위해병대위해병대위 Eric A. Jones 기념기념기념기념 하이웨이하이웨이하이웨이하이웨이: Westchester 카운티 Pound Ridge 타운 소재 주 

루트 137의 일부 구간이 “해병대위 Eric A. Jones 기념 하이웨이”로 명명될 

것입니다(S.3820-A/A.7405). Pound Ridge 출신의 Jones 대위는 헬리콥터 조종사였는데 

아프가니스탄에서 헬리콥터 충돌로 2009년 10월 26일 임무 수행 중 사망하였습니다. 

그는 이라크에서 두 번 복무 후 세 번째 파견이었습니다. 재명명된 구간은 Westche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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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enue와 주 루트 137의 교차점에서 시작하여 대체적으로 남쪽 방향으로 계속되다가 

뉴욕주와 코네티컷주의 경계에서 끝납니다. 

 

특기병특기병특기병특기병 David R. Fahey Jr. 기념교기념교기념교기념교: Westchester 카운티 Yorktown 소재 주 루트 129에서 

New Croton Reservoir를 건너는 교량이 “특기병 David R. Fahey Jr. 기념교”로 명명될 

것입니다(A.6613/S4495). Yorktown Heights 출신의 Fahey 특기병은 2010년에 

아프가니스탄 전투 작전에 배치되었습니다. Fahey 특기병은 칸다하르주에서 제42 

헌병여단 제504 헌병대대에 복무 중 사제폭발물에 의해 2011년 2월 28일 

사망하였습니다. 이 교량은 Fahey 특기병의 어릴 때 집에서 3마일 정도 떨어져있습니다. 

 

상원의원 Terrence Murphy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Hudson Valley의 두 영웅의 

용기와 희생을 기리는 본인의 첫 법안을 주지사께서 서명하여 매우 영광입니다. 

Yorktown 출신의 David Fahey 특기병과 Pound Ridge 출신의 해병대위 Eric Jones는 

우리의 위대한 나라와 주를 지키다가 궁극적인 희생을 치렀습니다. 금년 7월 4일에 

우리는 자유가 공짜가 아니며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식을 지키는 이러한 용감한 

사람들로 축복받았음을 일깨우는 해외 복무 남녀 군인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원의원 David Buchwald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Pound Ridge에서 그리고 Fox 

Lane 고등학교에서 성장한 Eric A. Jones는 언제나 기개를 나타내었습니다. 남을 

도우려는 그의 자발심은 그가 해병대위와 조종사가 되었을 때 분명히 나타났으며 그가 

궁극적인 희생을 한 날에도 나타났습니다. 홈타운 Pound Ridge와 우리나라에 대한 

Jones 대위의 자부심과 명예로운 봉사, 그리고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자유를 위해 

싸운 것은 기억되어야 합니다. Jones 대위를 추모하는 주 루트 137의 명명은 작지만 

의미있는 제스처로서, 뉴욕주민들에게 우리의 젊은 지역 영웅이 보여준 애국심과 용기를 

상기시켜줄 것입니다.” 

 

하원의원 Steve Katz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것은 조국을 위해 궁극적인 희생을 

바친 Yorktown 최고의 젊은이들 중 한 사람에게 당연히 바쳐야 하는 오래 기다려 온 

기념물입니다.” 

 
 

참전용사참전용사참전용사참전용사 Elisha R. Parker 하사하사하사하사 기념기념기념기념 하이웨이하이웨이하이웨이하이웨이: Oneida 카운티 Camden 빌리지 소재 주 

루트 13의 일부 구간이 “참전용사 Elisha R. Parker 하사 기념 하이웨이”로 명명될 

것입니다(S.3227/A.5149). Camden 출신의 Parker 하사는 이라크에서 미해병대 

전투공병으로 임무 수행 중 그의 세 번째 작전 수행시 2006년 5월 4일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재명명된 이 하이웨이는 카운티 루트 84와 주 루트 13의 교차점에서 

시작하여 남쪽으로 빌리지 경계선까지 계속됩니다. 

 

상원의원 Joseph Griffo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Parker 하사는 자신을 그의 

지역사회, 조국과 동료 해병들에게 바친 참남자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익과 이상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사선에 놓은 모든 남녀 군인들과 함께 Parker 하사는 미국이 

제공하는 것 중 최고를 항상 정의한 불굴의 용기, 헌신 및 희생을 상징합니다. 참전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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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isha R. Parker 하사 기념 하이웨이는 자유라는 우리나라의 원칙을 보존하려면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를 영원히 상기시킬 것입니다.” 

 

하원의원 Ken Blankenbush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본인은 Elisha Parker 하사와 

전투에 복무한 모든 용사들의 봉사를 추모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사람들이 이 회랑을 

통행할 때 조국을 위해 궁극적 희생을 한 모든 분들을 상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John J. Levulis 대위대위대위대위 기념기념기념기념 하이웨이하이웨이하이웨이하이웨이: Erie 카운티 Eden 타운 소재 주 루트 75의 일부 

구간이 “John J. Levulis 대위 기념 하이웨이”로 명명될 것입니다(A.8177-B/S.5854-B). 

Eden 출신의 Levulis 대위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제10 산악사단 보병소대장 직위를 

가지고 복무하였습니다. 2015년 5월 7일에 Levulis 대위는 Fort Dix로 이동 중 New 

Jersey Turnpike에서의 교통사고로 입은 부상의 결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새로 명명된 

이 하이웨이는 미국 루트 62와 주 루트 75의 교차점에서 시작하여 남쪽으로 Eden /North 

Collins 경계까지 계속됩니다. 

 

상원의원 Patrick Gallivan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Levulis 대위는 아프가니스탄에서 

Fort Drum 출신의 제10 산악사단에 배속된 보병소대장으로서 자부심과 명예를 갖고 

조국에 봉사하였습니다. 그는 Eden 커뮤니티의 적극적이고 사랑스런 구성원이었는데, 

그의 홈타운을 통과하는 이 하이웨이의 명명은 그의 용기와 희생을 기릴 것입니다. 

Levulis 대위는 그를 아는 행운을 지녔던 모든 사람에게 영감을 주었으며 그는 언제나 

기억될 것입니다.” 

 

하원의원 David DiPietro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오늘 John J. Levulis 대위 기념 

하이웨이의 봉헌은 너무 일찍 가신 우리 고향 영웅들 중 한 분을 기념합니다. Levulis 

대위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명예와 영예를 갖고 조국을 섬겼으며 우리 지역사회의 

모든 사람이 그가 여기 출신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는 그의 봉사로 

항상 기억될 것이며 본인은 John J. Levulis 대위 같은 용기 있는 남자를 위해 이 인정을 

확보하는 데 한 역할을 한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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