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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오네이다 카운티에 위치한 뉴욕주 고속도로 시스템의 일부를 KEVIN F. 

CROSSLEY 경관의 이름로 명명하는 법안에 서명  

  

근무 중 비극적인 죽음을 맞은 화이트보로 경찰관을 기리는 의미에서 화이트보로 

빌리지에 위치한 69번 주도 일부의 명칭 변경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오네이다 카운티에 위치한 뉴욕주 고속도로 시스템의 

일부를 Kevin F. Crossley 경관의 이름으로 명명하는 법안(S03220-B/A05701B)에 

서명했습니다. 해당 법안에 따라, 화이트보로 빌리지에 위치한 69번 주도의 일부를 

"Kevin F. Crossley 경관 기념 고속도로(Officer Kevin F. Crossley Memorial Highway)"로 

명명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rossley 경관은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데 그의 

커리어를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화이트보로의 시민을 지키기 위해 매일같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Crossley 경관의 이름을 따서 69번 주도의 일부를 명명함으로써, 

우리는 앞으로도 그의 희생을 기억하고 기릴 수 있을 것입니다."  

  

2018년 4월 11일, 화이트보로 빌리지의 헌신적이고 존경받는 경찰관이었던 Kevin F. 

Crossley 경관은 지역사회 보호라는 의무를 수행하다가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헌정은 평생 동안 화이트보로에 살았으며 화이트보로 경찰서에서 7년간 근무한 

베테랑인 Crossley 경관의 고귀한 희생을 기억하고 기리기 위함입니다.  

  

Joseph Griffo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했다는 것이 매우 기쁩니다. Crossley 경관의 가족 및 경찰 동료들을 대신하여 이 

법안을 지지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Crossley 경관은 헌신적인 공무원으로 평생의 

꿈이었던 경찰관이 되어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했습니다. 그는 열정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왔으며, 경찰관의 모범이었습니다. 그를 기리며 오리스카니 불라바드의 일부를 

재명명함으로써, 우리는 언제나 Crossley 경관의 희생을 기억할 것이며, 화이트보로 

지역사회 및 지역 전체에 대한 그의 봉사에 대해 영원히 감사할 것입니다."  

  

Marianne Buttenschon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Kevin Crossley 경관은 

헌신적이고 존경받는 경찰관으로, 그가 자란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최고의 찬사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의 죽음은 



 

 

끔찍한 비극이며, 저는 그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조의를 표합니다. 오리스카니 불라마드 

일부를 Crossley 경관의 이름을 따서 다시 명명한다면, 그의 사랑하는 가족들은 그가 이 

지역사회에 미친 엄청난 영향력을 알 수 있을 것이며, 그에 대한 기억은 절대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 중요한 법안에 서명해주신 Cuomo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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