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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경찰관들의 영웅적 행위 치하  

  

로체스터 Dennison "Denny" Wright 경관, 주지사 올해의 경찰관상 수상자로 선정  

  

서퍽 카운티 Christopher Zonin 경관, 뉴욕주 형사사법서비스국의 인명 구조상 
수상자로 선정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자신과 그들이 보호하는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심각한 

위험에 직면했을 때 뛰어난 대담함과 용기를 보여준 두 명의 경찰관이 공로를 

인정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로체스터 경찰국 소속 Dennison "Denny" Wright 경관은 

주지사 올해의 경찰관상을 수상했고 서퍽 카운티 소속 Christopher Zonin 경관은 

뉴욕주 형사사법서비스국의 인명구조상을 수상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Wright와 Zonin 경관은 다른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역사회에 봉사하기 위해 그들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며 사심 없이 

봉사하라는 그들의 요청에 응답했습니다." "우리는 그들 둘 다에게 엄청난 감사의 빚을 

지고 있고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에 직면했을 때 그들의 영웅적 행위를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Hochul 주지사는 경찰 주간 첫 날에 이 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는 데 이 경찰 주간은 

오늘부터 10월 17일 일요일까지 일련의 행사들로 올해 워싱턴 DC에서 기념될 

것입니다. 형사사법서비스국은 올해의 경찰관상 선정 위원회의 업무를 조정하며, 

올해의 인명 구조상 수상자도 선정합니다.  

  

경찰 간부, 노조 대표, 경찰서장 및 보안관을 대표하는 주 전역의 협회 관계자 등이 

포함된 위원회 구성원들은 11개 기관에서 제출한 후보자 지명을 고려했습니다. Wright 

및 Zonin 경관이 2019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한 수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총 20명의 

경찰관이 고려 대상이었습니다. 2020년 수상 후보자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며 

위원회는 올해 말에 수상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2019년 10월 4일, 폭력적으로 변한 가족 분쟁에 대응하던 중, Wright 경관은 칼로 그를 

공격하고 실명에 이르게 한 무장 괴한과 마주쳤습니다. 그의 심각한 부상과 현장에서 



선의의 도움을 제공한 사람들의 도움으로, Wright 경관은 그 남자가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자원봉사 소방관이기도 한 Zonin 경관은 2019년 12월 4일 센테라크(Centereach)에서 

몇몇 주민들이 불타는 집을 탈출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짙은 연기와 열기를 무릅쓰고 

방화에 전념했습니다.  

  

주지사 올해의 경찰관 상은 뉴욕주의 경찰 서비스를 상징하는, 특별히 용기 있는 행동에 

대해 한 명의 경찰관 또는 경찰관 팀을 표창합니다. 1984년에 제정된 이 상은 20개 

기관의 121명의 경찰관들에게 수여되었습니다. 선정 위원회는 2016년에 인명 

구조상을 제정했고 그 이후, 4개 기관의 13명의 쳥찰관들이 이 상을 받았습니다.  

  

Wright 경관은 이 상을 받은 첫 번째 로체스터 경찰관입니다. Wright 경관을 수상 

후보로 지명하면서, 로체스터 경찰서는 2019년 10월 4일 발생한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Wright 경관은 침대 밑에 숨어있는 정서적으로 불안한 남자와 관련된 가족 분쟁에 대한 

도움 요청에 응했습니다. 그는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상황을 진정시키고자 

노력했습니다. Wright 경관은 그 남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그를 달래 밖으로 나오게 

했지만, 그 남자는 동요했고 집을 나가려고 시도했습니다. 가족들이 그를 막으려 하자, 

그는 Wright 경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했고, 경고도 없이 12인치 칼을 움켜쥐고 

반복적으로 Wright의 얼굴과 머리, 그리고 눈을 찔렀습니다. Wright 경관은 소지하고 

있던 무기를 한 번 발사했고 공격을 계속 가했던 그 사람은 밖으로 뛰쳐 나갔습니다. 

심각한 부상과 감퇴된 시력에도 불구하고, Wright 경관은 집요하게 버텼으며 그의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켜냈습니다. 폭력적인 공격을 목격한 선의의 

사람들의 도움으로, Wright 경관은 용의자를 구금할 수 있었습니다. 23살의 이 

베테랑은 두개골과 안면 골절, 그리고 다수의 자상으로 인해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는 

양쪽 눈의 시력을 영구적으로 잃었습니다.  

  

로체스터 임시 경찰 서장인 David Smith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치명적인 위험에 

직면했을 때 믿을 수 없는 결단력과 용기를 보여준 Wright 경관의 행동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그가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로체스터 경찰서의 최고의 경찰관을 대변하며 그를 

도우러 온 개인들은 선의의 도움을 제공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들의 행동은 우리 모두에게 교훈이 됩니다. Wright 경관을 이 

권위 있는 상의 수상자로 선정해준 Hochul 주지사와 올해의 경찰관 선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Zonin 경관은 인명 구조상을 받은 최초의 서퍽 카운티 경찰관입니다. 이 상으로 Zonin 

경관을 지명하면서 서퍽 카운티 경찰서는 2019년 12월 4일 다음과 같은 세부 사항을 

제공했습니다.  



  

Zonin 경관은 센테리치(Centereach) 룸메이트 분쟁에 대해 9-1-1 호출을 받아 이에 

대응했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그 상황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근처 7-11 편의점에서 

Zonin 경관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Zonin 경관은 해당 주거지로 갔고 건물 

뒤쪽에서 짙은 연기가 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연기와 열, 불을 무릅쓰고 

아파트를 기어다니며 세 명의 주민들에게 화재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들은 그의 

도움으로 스스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Zonin 경관은 앞에 위치한 

아파트로 진입했습니다. 그는 도움 없이 화재를 피할 수 있는 한 남자를 발견했고, 

그리고 나서 의식을 잃은 한 남자를 거의 불에 휩싸일 뻔한 부엌을 통해 안전한 곳으로 

끌고 갔습니다.  

  

서퍽 카운티 경찰국 경찰청장인 Stuart Camero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퍽 카운티의 

사람들이 2019년 주택 화재로부터 다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기꺼이 목숨을 걸었던 

Christopher Zonin과 같은 경찰관들의 보호를 받게 되어 다행입니다. Zonin 경관은 

최고의 법 집행 경찰관을 대변합니다. 저는 그의 영웅적인 행동이 자랑스럽고, 이 명성 

있는 영예로 Zonin 경관을 치하해준 Hochul 주지사님께 감사를 표합니다."  

  

Zonin 경관을 비롯해 2019년 올해의 경찰관상 후보로 지명된 모든 경찰관들은 탁월한 

용맹 인증서(Certificate of Exceptional Valor)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소 카운티 경찰서 Michael Kenney, Brian McQuade, Adam Meyer 경관: 2월 13일, 

경찰관들은 희생자의 두 다리를 절단한 2,500 파운드의 금속판에 부딪혀 그 아래에 

갇힌 건설 인부 관련 사고에 대응했습니다. Kenney, McQuade, Meyer 경관은 

호흡곤란과 엄청난 출혈로 고통 받는 희생자가 갇혀 있는 8피트 깊이의 참호로 

내려갔습니다. 경찰관들은 희생자를 안정시키고 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지혈대를 

사용했습니다.  

  

뉴욕시 경찰서 Raychel Campanella-Rivera, Vanesa Medina 경관: 9월 17일, Vanesa 

Medina와 Raychel Campanella-Rivera 경관은 스태튼 아일랜드(Staten Island)의 가정 

폭력 보고서에 대응했습니다. 그들은 피해자를 인터뷰하고 용의자에게 다가가 체포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그 용의자는 협조해 달라는 여러 요청을 거절했고 체포에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Campanella-Rivera 경관은 테이저건을 전개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격렬한 몸싸움을 하는 동안, 용의자는 허리띠에서 장전된 권총을 

꺼내 여러 발을 발사했고 Medina 경관의 손을 스쳤고 Campanella-Rivera 경관의 

테이저건을 쳤습니다. 이로 인해 두 번째 다리 부상이 발생했습니다. Campanella-

Rivera 경관은 자신도 총에 맞았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Campanella-Rivera 경관이 

대응사격을 가하자 피해자는 몸통을 맞았습니다. 그는 쓰러졌고 경찰관은 그의 손 

아래에 있는 무기를 발로 찼습니다. 그 총은 갱단으로 알려진 여러 개인들이 모여 사는 

곳에서 흘러왔습니다. Campanella-Rivera 경관은 용의자의 총기와 현장을 확보하는데 

성공했고, 상황을 안정화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지원 병력이 도착할 때까지 용의자와 

파트너에 대한 의료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뉴욕주 순찰대원 Timothy S. Conklin: 1월 28일, 한 여성은 주 경찰에 전화를 걸어 

그녀의 아들이 브룸(Broome) 카운티의 엔디콧(Endicott)에 있는 그의 딸을 방문하기 

위해 자신의 허락 없이 그녀의 차를 가져갔다고 신고했습니다. Conklin 순찰대원은 

81번 주간 도로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는 차량을 발견했고 나중에 그 차량은 17번 주간 

도로 갓길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는 순찰차를 차량 뒤로 붙였고 용의자는 즉시 차의 뒤쪽 

창문을 통해 돌격소총을 발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범인은 차에서 내려 

순찰차 앞유리를 통해 총을 맞은 Conklin 순찰대원을 향해 걸어가면서 계속 총을 

발사했습니다. 범인이 사격을 잠시 멈추었을 때, Conklin 순찰대원은 그의 무기를 다시 

장전했고 대응사격을 하였습니다. 용의자가 총에 맞아 부상으로 사망했습니다. Conklin 

순찰대원은 파편에 맞아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동안, 경찰은 용의자가 가정 폭력, 스토킹 그리고 다른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노스포트 경찰서 Sean Sagistano 경관: 4월 18일, Sagistano 경관은 분쟁에 대한 

보고에 대응했고 한 개인이 이웃에 의해 폭행을 당하고 있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Sagistano 경관은 그에게 총을 겨누는 한 남자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그 남자에게 총을 내려놓으라고 명령했지만, 처음에 그는 거절했습니다. 

Sagistano 경관은 마지막으로 총을 내려놓으라고 범인을 설득했습니다. 그는 범인이 

다른 손에 정육점 칼을 들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칼을 버리라는 몇 번의 명령 

후에, 그 남자는 순응했고 아무 사고 없이 구금되었습니다.  

  

오스웨고 경찰서 Daniel Balloni 경관: 12월 29일, Balloni 경관은 새벽 1시 15분경 

오스웨고(Oswego) 강 지역에서 한 여성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전화에 대응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그와 다른 경찰관들은 웨스트 리니어 파크(West Linear Park) 근처의 

강에 떠있고 의식이 왔다 갔다 하고 떠오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20세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공원에서 구명 튜브를 찾아 그 여성 쪽으로 던졌지만, 그녀는 

그것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매우 추운 기온에도 불구하고, Balloni 경관은 강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구명 튜브를 움켜쥐고, 피해자에게 헤엄쳐 갔고, 그녀의 머리를 

물 위로 끌어올려 동료 경찰관들이 양쪽을 강변으로 끌어올리는 동안 떠있게 했습니다. 

Balloni와 희생자는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퍼트넘(Putnam) 카운티 보완관실 Kevin Osika 부보완관: 5월 27일, Osika 부보완관은 

남동부 마을의 84번 주간 고속도로의 하이 브릿지 가장자리를 향해 걸어가는 한 남자의 

부름에 대응했습니다. Osika 부보안관은 뛰어내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남자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차량들이 질주하는 동안, 그 남자는 

벗어나려고 애썼지만, Osika 부보안관은 그를 땅으로 끌어내려 도움을 위해 이송될 

때까지 제지했습니다.  

  

레드훅(Red Hook) 빌리지 경찰서 Travis Sterritt 경관: 11월 15일, Sterritt과 Nathalia 

Telles 경관은 이전 룸메이트 사이의 재산 분쟁에 대한 요청에 대응했습니다. 



경찰관들은 그의 룸메이트로부터 물건을 가져간 것으로 알려진 이 사람이 근처에서 

개를 산책시키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이 접근했을 때, 그 남자는 자신과 

경찰관들 사이에 개를 두고, 말할 수 있도록 개를 묶으라는 경찰관들의 명령을 

무시했습니다. Sterritt 경관이 지원을 요청하자 용의자는 45구경 권총을 꺼내 

경찰관들에게 몇 발을 발사했습니다. Sterritt 경관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대응 사격을 

했으며 Telles 경관은 이를 커버하기 위해 뛰어갔습니다. 용의자가 계속해서 총 8발을 

발사하는 동안 두 명의 경찰관은 경찰차 뒤에 탔습니다. 총 8발 중 3발은 순찰차를 

맞쳤습니다. 용의자는 숲 속으로 도망쳤는데, 두체스(Dutchess)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 

직원들은 2시간 동안의 범인 수색 끝에 장전된 총을 가지고 있는 그를 체포했습니다. 

그는 살인 미수와 불법 총기 소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스카일러(Schuyler)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 Andrew W. Yessman 부보완관:9월 19일 

Yessman 부보완관은 다가구 주택 및 내부에 갇혀 있어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희생자를 

구조하는 왓킨스 글렌(Watkins Glen) 경찰서와 왓킨스 글렌(Watkins Glen) 소방서를 

지원 호출에 대응했습니다. 한 왓킨스 글렌(Watkins Glen) 경찰관은 창문에서 심한 

연기와 불꽃이 뿜어져 나오는 2층에 한 희생자가 갇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Yessman 

부보안관은 위층으로 통하는 문을 발견했고 왓킨스 글렌(Watkins Glen) 경찰관과 뉴욕 

주 순찰대의 도움으로 문을 강제로 열었습니다. Yessman 부보안관은 연기와 불이 

가득한 집으로 들어가 문에 닿을 때까지 기어가 문을 열었습니다. Yessman 부보안관은 

한 개인의 발을 보고, 그 남자를 잡으려고 손을 뻗어 마루 건너 방 밖으로 끌고 나갔고, 

다른 경찰관들은 그 남자를 집 밖으로 끌어내는 것을 지원했습니다. 집에서 끌려나가는 

동안 그 남자는 호전적이 되어 앰뷸런스와 희생자의 어머니가 도착한 후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관을 계속 지원했던 소방관과 Yessman 부보안관을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시러큐스 경찰서 Shawn Hahn 및 Shawn Hauck 경사, Leonard Brown, Collin Flagler, 

Erik Heppeler, Gene Lagoe III 및 경관 Matthew Tynan: 12월 3일 Hahn 및 Hauck 

경사, Brown, Flagler, Heppeler, Lagoe 그리고 Tynan 경관은 몇 발의 총성이 울린 

총기 사고 현장에 대응했습니다. 동시에, 9-1-1 전화를 건 사람은 같은 거리의 한 

집에서 6살 어린이가 총에 맞았다고 신고했습니다. Tynan 경관은 문으로 다가가 숨을 

쉬려고 애쓰고 옷에 피를 묻힌 채 의자에 기대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는 아이의 

위치를 알아냈습니다. 총격범은 여전히 집에 있었고 총을 여전히 들고 나타났습니다. 

Tynan 경관은 방금전 그의 조카를 쏘고 자신을 위협했던 무장한 그 남자와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Tynan 경관은 총을 꺼내 그 남자에게 발사했고, 그가 총에 맞아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경찰이 아이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는 방법을 알아내려고 애쓰는 동안, 

총격범은 총을 잡은 채로 계속 움직였습니다. Hahn 및 Hauck 경사와 Flagler, Hepeler, 

Lagoe 그리고 Tynan 경관은 아이를 안전하게 빼내기 위해 아이 옆에 있는 창문을 

부수었지만 아이가 그들에게 도달할 수 없었고 창문이 너무 높아 경찰관들은 내부로 

신속하게 진입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또한 몇몇 다른 가족들이 집 안에 숨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경찰관들은 탄도 방패로 팀을 구성해 집으로 진입하여 아이를 

데려와 기다리고 있는 의료 요원들에게 인계했고 다른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했습니다.  



  

 형사사법서비스국(Division of Criminal Justice Services)은 (i) 법 집행기관 훈련, (ii) 

주 전역의 범죄 자료 수집 및 분석, (iii) 범죄 경력 정보 및 지문 파일 유지관리, (iv) 

뉴욕주 경찰(New York State Police)과 협력하여 이루어지는 뉴욕주 DNA 

데이터뱅크의 관리 감독, (v) 보호관찰 및 지역사회 교정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지원 및 

감독, (vi) 연방 및 주 형사 사법 기금 관리, (vii) 주 전역의 형사 사법 관련 기관 지원, 

(viii) 뉴욕주 성범죄자 목록(Sex Offender Registry) 관리 등 다양한 책임을 부여받은 

다목적 형사 사법 지원 기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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