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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전몰용사를 기리는 모호크 밸리 도로 구간 명칭 변경 법안에 서명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국가를 위해 복무하다가 전사한 미국 해병대 

전몰용사를 기념하여 모호크 밸리(Mohawk Valley)에 있는 도로 구간을 명명하는 법안에 

서명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법안(S.6955A/ A.9556B)은 프랭클린(Franklin) 시내에 있는 357번과 28번 국도 

교차로부터 프랭클린과 시드니(Sidney) 시내 변경에 이르는 구간을 “Corporal Nicholas 

K. Uzenski Memorial Highway”라고 명명한다고 지정하였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가를 위해 복무하면서 큰 공헌을 한 Uzenski 

상병은 잘 훈련받은 병사이며 용감한 뉴욕시민입니다. 우리는 그의 용맹과 희생을 

존경하며 이 법안을 정함으로써 앞으로도 우리는 그를 추억할 것입니다.”  

 

Nicholas K. Uzenski 상병, 22세, 프랭클린, 델라웨어 카운티 출신, 그는 2010년 1월 

11일 아프가니스탄 항구적자유작전 교전 중에 안타깝게 사망하였습니다. 잘 훈련된 

해병대대원인 Uzenski 상병은 국방부 공훈장, NATO 국제 안보 지원 공훈장, 해군 및 

해병대 표창 훈장, 세계 테러와의 전쟁 공훈장 및 퍼플 하트 훈장을 받았습니다. 

 

James L. Seward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념적인 고속도로, 공원 및 기타 

랜드마크들은 우리의 자유를 위해 복무하고 희생한 사람들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기 위한 

역할을 합니다. 매번 표시판에서 베테랑의 이름을 볼 때 우리는 그 개인의 용기를 

생각하고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Nicholas K. Uzenski 상병은 용맹과 용기 그리고 흔들림 

없는 충성심으로 그의 국가와 동료 군인들을 위해 복무하였으며 최고의 희생을 

바쳤습니다. 저는 Uzenski 상병의 기억이 남아 있을 수 있도록 특별히 경의를 표시하는 

이 법안을 추진하게 되어 자랑으로 여기며 Cuomo 주지사님이 이 경의감을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Clifford W. Crouch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 해병대 Nicholas K. Uzenski 

상병과 그의 가족을 대신하여 이 법안의 통과를 지지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그는 자기 

생명을 우리 국가를 위해 바쳤으며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를 

기념하여 뉴욕주 357번 국도를 명명하는 것은 그를 기리고 국가를 위해 생명을 바친 

이들을 기념하는 작은 일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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