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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주 고속도로 시스템 일부를 WILLIAM ‘WILD BILL’ DONOVAN 장군
이름으로 명명하는 법안에 서명

나이아가라 카운티 루이스턴 타운 내의 104 번 주도(State Route 104)는 “William ‘Wild
Bill’ Donovan 장군 기념 고속도로(General William 'Wild Bill' Donovan Memorial
Highway)로 명명됨”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주 고속도로 시스템 일부를 William ‘Wild Bill’
Donovan 장군 이름으로 명명하는 법안(S.7827/A.10548)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루이스턴 타운의 104 번 주도를 “William ‘Wild Bill’ Donovan 장군 기념 고속도로(General
William ‘Wild Bill’ Donovan Memorial Highway)”로 지정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Donovan 장군은 우리 나라를 위해 아주
헌신적이었고, 제 1 차 세계대전, 제 2 차 세계대전 및 현대 미국 정보기관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법안을 통해 Donovan 장군의 헌신과 용기를 기념하는 사업은 특권이며,
그의 유산은 앞으로 수 세대 동안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미국 정보부(American Intelligence)의 아버지로 알려진 뉴욕주 버펄로 출신 William ‘Wild
Bill’ Donovan 장군은 미국 4 대 군사 훈장을 받은 유일한 미국인입니다:
•
•
•
•

명예 훈장(Medal of Honor)
공로 십자 훈장(Distinguished Service Cross)
공로 훈장(Distinguished Service Medal)
보국 훈장(National Security Medal)

Donovan 장군은 제 1 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여 훈장을 받았고 제 2 차 세계 대전 중에는
CIA 의 전신인 전략적 서비스국(Office of Strategic Services)을 설립하고 이끌었습니다.
Donovan 장군은 실버 스타(Silver Star)와 퍼플 하트(Purple Heart)를 비롯 수많은 군사
훈장을 받았습니다. William Donovan 장군은 1959 년 2 월 8 일 76 세를 일기로 사망하여
알링턴 국립 묘지(Arlington National Cemetery)에 묻혔습니다.

Robert Ortt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Donovan 장군은 우리나라가 배출한
가장 위대한 군인 중 한명이며, 그가 우리 나라에 기여한 공헌을 기념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이 애국자의 비범했던 삶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
고속도로가 그의 이름으로 명명되어 그가 누구였는지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의 유산도
존중하기를 바랍니다.”
Angelo Morinello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Donovan 장군은 그의 일생을
나라에 바쳤으며, 뉴욕뿐 아니라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영웅으로 추앙
받았습니다. 이 법안으로 인해 그의 이름은 앞으로 몇 세대 동안 기억될 것입니다. 이
법안에 서명한 Cuomo 주지사께 찬사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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