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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전몰 영웅들을 기리는 의미에서 미드 허드슨 도로 3곳의 이름을 

변경하는 법안에 서명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국가를 지키기 위하여 생명을 바친 3명의 뉴욕주 

출신 전몰 군사 영웅을 기리기 위해서 미드 허드슨 지역의 도로 이름을 변경하는 3가지 

법안에 서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뉴욕주 출신 영웅들은 그들의 생명을 이 나라를 

수호하는데 바쳤습니다. 조국의 원칙과 이상을 지키기 위하여 싸우면서 궁극적으로 

스스로 희생했습니다. Carpenter 육군 대위, Jackowski 해병대 일등병, Cordo 육군 

일등병이 보여준 용맹함과 헌신을 길이 추모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 변경된 도로명으로 

다음 세대 또한 그들을 기억하며 애도할 것입니다.” 

 

Army Captain Clayton Carpenter Memorial Highway: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코틀랜트 매너 출신의 31세 Clayton Carpenter 육군 대위는 

2014년 1월 15일 훈련을 받던 중, 그가 조종하던 MH-60 Blackhawk가 조지아주 

사바나의 Hunter 육군 비행장에서 추락하는 비극적인 사고로 전사했습니다. Carpenter 

대위의 훈장까지 받은 군 경력에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참전도 포함됩니다. 

 

법안 (S.7659/A.10247)에 따라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요크타운의 118번 주 도로의 

Underhill Avenue 교차로를 시작점으로 해서 북쪽으로 이어진 202번 주 도로 

교차로까지의 구간 이름을 “Army Captain Clayton Carpenter Memorial Highway”로 

변경합니다. 

 

Terrance Murphy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arpenter 대위의 귀감이 되는 

용기와 지도자적 자질에 대해 우리가 영원히 감사할 것임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Carpenter 소령은 그가 이룬 업적에 대해서 너무 겸손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다음 

세대는 그의 용기, 타인과 비교할 수 없는 군 경력, 조국에 대한 헌신에 대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Steve Katz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layton Carpenter 대위는 고향의 

영웅이었습니다. 대위는 현재 제 지역구의 많은 주민들과 함께 성장했습니다. 그는 

모범적이었고 자신이 성취할 수 있는 한 최고가 되기 위해 매진하여서 모두에게 귀감이 

되었으며, 그 후 조국을 위해 봉사하며 자신을 헌신했습니다. 그는 조국이 조국의 

아들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임무 중 일부를 수행해 왔고 그는 그의 조국에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은 그를 절대로 잊지 

않기 위해서 그의 이름을 딴 도로로 그를 추모하는 것입니다.” 

 



Private First Class Douglas Cordo Memorial Highway: 

얼스터 카운티 킹스턴 출신의 20세 Douglas Cordo 육군 일등병은 알라스카 포트 

웨인라이트를 주둔지로 하는 철권신속기동여단전투단 1대대에 보병으로 

배치되었습니다. Cordo 육군 일등병은 아프가니스탄 자불에서 2011년 8월 19일 적의 

공격에 맞선 전시 근무 중 전사했습니다. 

 

법안 (A.9028B/S.6372A)에 따라 얼스터 카운티의 32번 주 도로 중 9-W 주 도로 

교차로에서 시작해서 소거티스 타운에서 끝나는 구간을 “Private First Class Douglas 

Cordo Memorial Highway”로 명명합니다.  

 

George Amedore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ordo 육군 일등병은 모든 가치 중 

의무, 명예, 사랑을 가장 우위에 두었습니다. 이 고속도로 구간을 그를 기억하는 이름으로 

변경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그가 남긴 유산을 확실히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Cordo 

육군 일등병은 우리 조국을 섬기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의 업적을 기억하고 그에 대해 추모하는 길입니다. 저는 얼스터 

카운티에서 이 용감한 병사의 유산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협력해서 일한 Rolling 

Thunder, Cordo 일등병의 가족, Cahill 하원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에 서명해 주신 Cuomo 주지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Kevin Cahill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나 젊은 누군가를 잃는다는 

것은 비극입니다. Doug은 많은 사람들에게 친구였고, 사람들 특히 어린아이들을 웃게 

만드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는 앞날이 창창한 젊은이로서 자신이 짊어진 

위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지만, Doug Cordo는 그의 생명을 인류의 더 큰 이익을 

위해서 기꺼이 바쳤습니다. 저는 이 법안의 후원자가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입법화 

되는 것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우리 지역 사회 전체와 뉴욕주는 Cordo 육군 일등병의 

궁극적인 희생에 대해서 그와 그의 가족들에게 감사드립니다.” 

 

Marine Lance Corporal James J. Jackowski Memorial Highway: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루이스버러 출신의 20세 James J. Jackowski 해병대 일병은 

레바존 베이루트에서 1983년 10월 23일 막사 폭격으로 인하여 비극적으로 

전사했습니다.  

 

법안 (S.6472/A.9029)에 따라 루이스버러의 35번 주 도로 중 124번 주 도로 교차로에서 

시작해서 Ridgefield Avenue 교차로에서 끝나는 구간을 “Marine Lance Corporal James 

J. Jackowski Memorial Highway”로 변경합니다. 이 도로는 고등학교에 다닐 때부터 

전사할 때까지 Jackowski 해병대 일등병의 가족의 집이 있던 장소를 바로 지나갑니다.  

 

Terrance Murphy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고속도로의 이 구간을 그의 

이름으로 지정함에 따라 Jackowski 해병대 일등병의 이름을 영원히 추모하며 기억할 

것이 확실합니다. 이 고속도로는 지금부터 백년동안 유지될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항상 

이 고속도로 구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보다 오래 살아남을 것입니다. 다음 

세대들이 조국을 위해서 위대한 희생을 한 병사를 기억할 것입니다.” 

 

David Buchwald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James Jackowski 해병대 

일등병의 희생은 우리 나라가 영원히 기억할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와 그의 동료 

해병들은 우리 모두가 소중히 여기는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헌신해 왔습니다. 저는 뉴욕 



주민들이 35번 도로로 뻗은 길을 지날 때마다 Jackowski 해병대 일등병을 항상 추모하기 

위해서 그에 대해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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