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년 5월 9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지역사회를 위해 복무하다 숨진 뉴욕주 경찰관 40명의 숭고한  
희생 기려 

  

연례 경찰관 추모식에서 숨진 경찰관들의 순직 인정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전역의 지역사회에 복무하다 숨져 숭고한 

희생을 보여 준 경찰관 40명을 기렸습니다. 지방 및 주 사법기관 경찰 5명이 뉴욕주 연례 

경찰관 추모식에서 순직 인정을 받았습니다. 남녀 경찰관 40명의 이름이 올버니 

엠파이어 스테이트 플라자(Empire State Plaza)의 검정색 화강암 기념비에 다른 

순직자들의 이름 옆에 새겨집니다. 이 기념비에는 뉴욕주 및 연방 기관 6곳 141개 

경찰서의 경찰관 1,453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 사법집행관들은 사심 없이 목숨을 걸고 

시민들을 보호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역사회를 보호하는 데 목숨을 바친 헌신적인 

경찰관들의 영원한 유산을 기리며, 그들의 가족들에게 그들의 용기와 봉사에 감사하려 

합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지방, 주, 연방 사법집행관, 선출직 공무원, 순직 경찰관의 

가족들을 포함한 500명 이상이 참석한 이 추모식에서 연설하였습니다. 순직 경찰관들의 

친구 및 동료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추모식이 엄수되었습니다.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경찰관 기념비에 아로새겨진 이름들이 매일 

우리를 위해 용감하게 헌신한 남녀 사법집행관들을 상기시킵니다. 우리가 잃은 이들과 

공훈을 세워 온 이들은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이며, 우리가 영원히 감사해야 할, 큰 

희생을 치른 순직 경찰관의 가족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추모식에서 순직 인정을 받은 경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6년 순직자  



• 뉴욕주 경찰관 Timothy P. Pratt은 사라토가 카운티 윌튼 타운(Town of Wilton) 

도로 중앙에 멈춘 견인 트레일러 트럭 운전자를 돕고 있었습니다. Pratt 경찰관은 

순찰차로 돌아왔을 때 구타당하였으며, 그 부상으로 이후 사망하였습니다. 

(2016년 10월 26일)  

• 뉴욕시 경찰국 Paul J. Tuozzolo 경사는 용의자의 차량을 발견하여 추적을 시작할 

시 총기 강도 사건에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경관은 차량을 막았고, Tuozzolo 

경사와 동료 경관들은 작전상 차량의 운전석 쪽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러자 

용의자는 차량 내부에서 수차례 총기를 발사하여 가까이 있던 Tuozzolo 경사의 

두부에 총격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2016년 11월 4일) 

그라운드 제로 관련 질병 

2001년 9월 11일 세계 무역 센터(World Trade Center) 테러 공격의 생존자 수색과 복구 

작업을 수행하면서 얻은 질병으로 사망한 경찰관 38명의 이름 또한 이 기념비에 

추가되었습니다. 그라운드 제로(Ground Zero) 관련 질병으로 사망한 경찰관의 이름은 

2008년 처음 추가되었으며, 현재 총 144명의 이름이 기념비에 새겨져 있습니다. NYPD 

및 항만청 경찰국(Port Authority Police Department)에서 근무한 남녀 경찰관 6명이 테러 

당일 숨졌습니다. 

• Charles Barzydlo 경찰관, 항만청 경찰국(2016년 7월 17일)  

• Aslyn A. Beckles 수사관, 뉴욕시 경찰국(2014년 1월 18일)  

• James A. Betso 경찰관, 뉴욕시 경찰국(2015년 6월 17일)  

• Gerard T. Beyrodt 경사, 뉴욕시 경찰국(2015년 10월 20일)  

• Rebecca A. Buck 부서장, 뉴욕시 경찰국(2015년 7월 21일)  

• Joseph A. Cavitolo 수사관, 뉴욕시 경찰국(2013년 10월 25일)  

• Annetta G. Daniels 수사관, 뉴욕시 경찰국(2011년 11월 17일)  

• Michael K. Davis 수사관, 뉴욕시 경찰국(2015년 6월 10일)  

• Leroy Dixon 수사관, 뉴욕시 경찰국(2015년 6월 14일)  

• Otto R. Espinoza 경찰관, 뉴욕시 경찰국(2015년 1월 3일)  

• Alexander Figueroa 경찰관, 뉴욕시 경찰국(2015년 7월 7일)  

• Michael J. Galvin 경사, 뉴욕시 경찰국(2015년 11월 27일)  

• Deborah A. Garbutt-Jeff 경찰관, 뉴욕시 경찰국(2016년 4월 3일)  

• Matthew J. Gay 경찰관, 뉴욕시 경찰국(2015년 6월 25일)  

• Charles G. Gittens Jr. 수사관, 뉴욕시 경찰국(2014년 11월 28일)  

• Michael E. Glazer 수사관, 뉴욕시 경찰국(2016년 5월 26일)  

• Charles R. Gunzelman 경사, 뉴욕시 경찰국(2015년 5월 31일)  

• Demetrias Hopkins 경찰관, 뉴욕시 경찰국(2015년 5월 11일)  

• Wayne A. Jackson 경사, 뉴욕시 경찰국(2015년 11월 13일)  

• Charles M. Karen 경찰관, 뉴욕시 경찰국(2015년 11월 4일)  

• Luis A. Lopez 부서장, 뉴욕시 경찰국(2015년 6월 26일)  

• Anthony Maggiore 경찰관, 용커스 경찰국(2014년 11월 22일)  



• Peter Martino 경찰관, 나소 카운티 경찰국(2014년 2월 5일)  

• Paul J. McCabe 경찰관, 나소 카운티 경찰국(2015년 9월 25일)  

• James W. Monahan 수사관, 뉴욕시 경찰국(2014년 10월 13일)  

• Edmund P. Murray 경사, 뉴욕시 경찰국(2015년 7월 28일)  

• Covel C. Pierce 경찰관, 뉴욕주 경찰(2011년 3월 10일)  

• Louis R. Pioli 경사, 뉴욕시 경찰국(2015년 10월 29일)  

• Peter L. Pischera 지서장, 뉴욕시 경찰국(2009년 3월 24일)  

• Michael V. Quinn 부서장, 뉴욕시 경찰국(2016년 6월 5일)  

• Robert D. Rice 부서장, 뉴욕시 경찰국(2003년 4월 12일)  

• Ronald A. Richards 수사관, 뉴욕시 경찰국(2015년 10월 10일)  

• Kenneth W. Rosello 부서장, 뉴욕시 경찰국(2016년 5월 2일)  

• Jacqueline C. Schaefer 경사, 뉴욕시 경찰국(2011년 12월 2일)  

• Marci Simms 부서장, 뉴욕시 경찰국(2015년 11월 5일)  

• Andrew L. Siroka 수사관, 뉴욕시 경찰국(2016년 1월 25일)  

• Paul R. Stuewer 수사관, 뉴욕주 경찰(2016년 10월 5일)  

• Kenneth W. Wolf 경찰관, 뉴욕시 경찰국(2016년 4월 18일) 

일반서비스국 커미셔너 RoAnn Destit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경찰관 기념관은 

임무 수행 시 목숨을 희생한 경찰관들을 기리며, 그들의 용기, 헌신, 희생이 항상 기억될 

수 있도록 합니다. OGS (Office of General Services)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플라자(Empire State Plaza)의 이 특별한 추모 장소와 기념비의 유지 관리를 담당하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는 기념관의 조명, 조경을 개선하고 화강암 

패널을 추가하였습니다. 이 장소의 접근성 개선을 포함하여, 향후 기념관 개선 작업이 

추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뉴욕주 형사사법서비스국 수석 부커미셔너 Michael C. Gree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용감한 남녀 경찰관들을 기억하며, 우리는 그들의 소중한 사람들이 자신보다도 시민을 

위한 봉사를 더 우선하였기 때문에 희생과 상실을 감내했던 순직 경찰관의 가족과 

소중한 친지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형사사법서비스국은 630개의 이름을 새길 수 있는 10개의 신규 패널을 추가하여 

기념관이 확장된 이래로 처음 맞는 기념식을 조율합니다. 반사 연못을 추가하고, 조명 및 

장애인 접근성을 개선하며, 기념관 내 추가 좌석을 설치하는 공사 제2단계 또한 계획되어 

있습니다. 총 프로젝트 비용은 약 100만 달러이며, 1991년 헌정된 기념관의 두 번째 확장 

비용에 상당합니다. 

 

이 기념관은 1974년 임무 중 사망한 16년 경력의 뉴욕주 경찰 베테랑 Emerson J. Dillon 

Jr.의 딸인 Colleen Dillon Bergman이 제안한 디자인 컨셉을 바탕으로 건설되었습니다. 

또한 Bergman은 계급과 무관하게 기념비에 순직한 사법집행관들의 이름을 새길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녀는 기념관 건설을 감독하기 위해 설립된 위원회에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그들이 어느 부서의 출신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은 모두 같습니다.” 이 말은 기념비 위에 새겨져 있습니다. 

 

기념비에 이름이 기재되기 위해서는 뉴욕주 형사소송법에 정의된 경찰관이거나 연방 

사법집행관으로 고용되어 해당 법에 정의된 임무와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유사한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순직한 경찰관을 고용한 기관이 기념비 이름 기재 신청을 해야 

합니다. 

 

뉴욕주 형사사법서비스국 수석 부커미셔너 Michael Green이 의장을 맡고 있는 경찰관 

기념관 자문위원회는 위원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서비스국 커미셔너 RoAnn M. 

Destito, 뉴욕주 경찰국장 협회(New York State Association of Chiefs of Police) 상임이사 

Margaret E. Ryan, 뉴욕주 보안관 협회(New York State Sheriffs’ Association) 상임이사 

Peter R. Kehoe, 뉴욕시 경찰협회(Patrolmen’s Benevolent Association of the City of 

New York) 의장 Patrick J. Lynch, 뉴욕주 경찰협회(Police Benevolent Association of the 

New York State Troopers) 의장 Thomas H. Mungeer, 뉴욕주 경찰협회 연합(New York 

State Association of Police Benevolent Associations) 의장 Michael J. Palladino, 연방 

사법집행관 연합(Federal Law Enforcement Officers Association) 지부장 Andrew 

Rakowsky, 뉴욕 경찰회의(Police Conference of New York) 의장 Richard Wells.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http://www.governor.ny.gov/
mailto:press.office@exec.ny.go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