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8년 5월 23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순직 응급의료서비스(EMERGENCY MEDICAL SERVICES, EMS) 

구조사 표창  

  

전국 응급의료서비스(EMS) 주간 행사와 함께 치러지는 금일 행사에서 

응급의료서비스(EMS) 구조자로서 사명을 다한 전문가의 공로 표창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임무 중에 입은 부상이나 질환으로 말미암아 

2017년에 유명을 달리한 여덟 명의 응급의료서비스 구조자의 공로를 표창하였습니다. 

표창 수상자 Yadira Arroyo, Mario Bastidas, Rose Scott, Mark Harris, Edith Torres, 

Cory Moore, Gregg Williams, Roderick Cota는 오늘 올버니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플라자(Empire State Plaza)에서 생명의 나무 응급의료서비스 추모비(Tree of Life EMS 

Memorial)에 추가되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 이러한 전문가들은 최전선에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이들에게 긴급 서비스를 제공하며 빈번하게 개인의 안전이 위협 

받습니다. 뉴욕 주민들은 함께 위험한 상황에서 앞장 서 이웃과 지역사회를 돕고 지키기 

위해 숭고한 희생을 하신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자들을 기립니다.”  

 

이 행사에는 응급의료서비스(EMS) 전문가들과 뉴욕주 전역의 긴급상황 대처자들이 

참석했습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 주 전역에서 긴급상황 대처자들은 

목숨을 걸고 뉴욕 주민을 구합니다. 그분들의 희생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2017년에 돌아가신 여덟 명의 응급의료서비스 직원들을 되돌아보며 항상 그분들의 

놀라운 인생과 숭고한 직업에의 헌신을 기억합시다.”  

  

매년 뉴욕주 정부는 응급의료 구조사로서 같은 하늘을 우러르는 뉴욕 주민을 돕는 

가운데, 숭고하기 이를 데 없는 희생을 감수하는 용감한 남녀 구조자의 공로를 표창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수상자들은 추모식에서 거명된 67명의 다른 응급의료서비스(EMS) 

전문가들과 함께 장내를 빛내었습니다. 



 

 

 

오늘 표창의 주인공이 된 응급의료서비스(EMS) 구조자의 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름  관공서  사망 날짜  

Yadira Arroyo  FDNY EMS  2017년 3월 16일  

Mario Bastidas  FDNY EMS  2017년 4월 1일  

Rose Scott  FDNY EMS  2017년 2월 15일  

Mark Harris  FDNY EMS  2017년 5월 13일  

Edith Torres  FDNY EMS  2017년 2월 8일  

Cory Moore  RB Lawrence Ambulance  2017년 7월 5일  

Gregg Williams  RB Lawrence Ambulance  2017년 7월 5일  

Roderick Cota  RB Lawrence Ambulance  2017년 7월 5일  

 

뉴욕주 보건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Health)의 커미셔너인 Howard Zucker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의 응급의료 제공자는 구조 요청을 받을 때 대응합니다. 

가끔은 그분들 스스로와 가족의 희생이 따릅니다. 모든 응급의료서비스(EMS) 

전문가들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돌아가신 분들을 기립니다.”  

 

뉴욕주의 응급의료서비스(EMS) 전문가로는 공인 긴급상황 대처자, 응급치료 

구조사(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EMT), 상급 응급의료 구조사(EMT)를 비롯하여 

입원 전 응급 환자 진료 및 수송을 맡은 구급 의료대원 등이 있습니다. 뉴욕 주민은 전문 

심폐소생술(Advanced Life Support service)이나 기본 심폐소생술(Basic Life Support 

service)을 제공하는 2,000개소 가까운 앰뷸런스 및 응급의료 처치 및 수송 기관의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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