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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더치스 카운티 주 고속도로 시스템 일부를 "와핑거 참전용사 기념 

고속도로"로 지정하는 법안에 서명  

  

참전용사의 서비스를 기려 와핑거 타운 9번 도로의 일부 명칭 변경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더치스 카운티를 지나는 주 고속도로 시스템의 일부를 

"와핑거 참전용사 기념 고속도로(Wappinger Veterans Memorial Highway)"로 지정하는 

법안(S.7923/A.10125)에 서명했습니다. 와핑거 타운이 요청한 이 법안에 따라 

참전용사의 희생을 기려 마을 9번 도로(Route 9) 일부의 이름을 바꿀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전용사의 날(Veterans Day)은 매년 우리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삶을 헌신한 이들을 존중하고 봉사하는 삶의 의미를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더치스 카운티를 지나는 주 고속도로 시스템의 이름을 

새롭게 바꿈으로써 우리는 용감한 영웅과 그 가족의 희생에 대해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들의 영웅적인 행동이 남긴 유산을 기념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또한 오늘 참전용사의 날을 맞아 주 전역의 뉴욕 주민의 희생을 기리기 

위한 3개의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Sue Serino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전용사의 날은 우리 모두가 잠시 멈추고 

함께 모여 참전용사들의 의지를 비롯해 가족들의 엄청난 희생에 대해 존경의 마음을 

표현하는 날입니다. 오늘 이 법안에 서명하여 우리 지역사회가 참전용사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지사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과 방문객 

수천명은 모두 이 도로를 정기적으로 이용합니다. 우리의 참전용사를 기려 도로의 

이름을 명명하는 것은 우리 지역사회가 이들의 봉사와 헌신을 계속 기릴 수 있는 많은 

방법 중 한 가지입니다. 와핑거 참전용사 기념 고속도로는 우리 지역사회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전용사들의 뒤에 있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참전용사들에게 보낼 

것입니다. 우리의 군인을 비롯해, 이 중요한 이니셔티브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Kieran Michael Lalor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와핑거는 Joseph McDonald 

소령, Mark Palmateer 병장, Daniel Martz 소령 등의 이름을 붙여 우리의 지역 공원의 

이름을 바꿀 수 있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와핑거는 또한 수많은 참전용사들이 

거주하고 일하며 수많은 방법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Sue Serino 



 

 

상원의원 및 와핑거 타운과 함께, 저는 이제 우리나라를 위해 봉사하고 우리의 삶을 

보호해준 용감한 영웅을 기려 와핑거를 지나는 9번 도로의 이름을 변경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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