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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3년 5월 8일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숭고한숭고한숭고한숭고한 희생을희생을희생을희생을 보여보여보여보여 준준준준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경찰관경찰관경찰관경찰관 16명을명을명을명을 기리는기리는기리는기리는 행사에행사에행사에행사에 참석참석참석참석 

 

Albany 연간연간연간연간 경찰관경찰관경찰관경찰관 기념기념기념기념 추모추모추모추모 행사에서행사에서행사에서행사에서 순직한순직한순직한순직한 경찰관의경찰관의경찰관의경찰관의 숭고한숭고한숭고한숭고한 희생을희생을희생을희생을 기리는기리는기리는기리는 행사를행사를행사를행사를 가졌습니다가졌습니다가졌습니다가졌습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순직한 뉴욕주 경찰관 16명을 기리는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순직한 경찰관 중 4명은 2012년에 순직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우리의 용감한 뉴욕주 경찰관은 미국의 경찰관입니다. 오늘 우리는 친구와 

이웃을 보호하고자 숭고한 희생을 보여준 이들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매일 경찰관들은 다음 교대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작별의 인사를 합니다. 근무 시간은 매우 길고 담당 

업무는 위험합니다. 경찰관들은 위험한 상황이 지속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자부심을 

가지고 뉴욕 시민을 위해 봉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다시는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뉴욕주 경찰관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들의 희생을 기리고, 이들의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뉴욕 시민을 보호하는 데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은 

이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뉴욕주의 22번째 연간 경찰관 기념 추모 행사에서 16명의 이름이 기념비에 추가되었으며, 

이로써 순직한 경찰관 총 1,340명이 기념비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경찰관들은 139개의 

뉴욕주 경찰서와 5개의 연방 기관에서 근무했습니다. 모든 경찰관들이 똑같이 숭고한 희생을 

보여주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 경찰관들의 이름은 기념비에 계급 없이 임의로 새겨집니다.  

 

지역, 주, 연방 법 집행 기관 전문가, 선출된 공무원, 순직한 경찰관의 가족, 동료 및 친구를 

포함하여 300명이상이 Albany 엠파이어 스테이트 광장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순직한 

경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2년년년년 순직순직순직순직 

• Amanda D. Anna 뉴욕주 경찰관은 Oswego 카운티, Hastings 타운을 순찰하는 도중 차량 

사고로 발생한 부상으로 사망했습니다(5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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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seph P. Olivieri Jr. Nassau 카운티 경찰서 경찰관은 롱아일랜드 고속 도로에서 오토바이 

사고를 조사하던 중 SUV 차량이 덮쳐 사망했습니다(10월 18일). 

• Arthur Lopez Nassau 카운티 경찰서 경찰관은 Queens 카운티 경계 근처에서 뺑소니 사고에 

연루된 것으로 여겨진 차량의 운행을 중단시키는 도중에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10월 

23일). 

• Michael J. Chiapperini Webster 경찰서 부서장은 Webster 서부 소방서와 함께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하다가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이 때 이 부서장은 자발적으로 출동하던 

중이었습니다(12월 24일).  

 

그라운드그라운드그라운드그라운드 제로제로제로제로 관련관련관련관련 질병질병질병질병 

 

2001년 세계무역센터 911 테러 이후 수색 조사와 복구 작업으로 인해 얻은 질병으로 순직한 경찰관 

6명의 이름도 기념비에 추가되었으며, 이로써 총 58명의 이름이 기재되었습니다. 그라운드 제로 

관련 질병으로 사망한 경찰관의 이름은 2008년에 기념비에 처음으로 추가되었습니다.  

• Police Officer Charles D. Cole Jr., Nassau County 경찰서의(2011년 8월 14일) 

• Detective Alick W. Herrmann, New York City 경찰서의(2011년 12월 23일) 

• Police Officer Denis R. McLarney, New York City 경찰서의(2012년 3월 1일) 

• Lt. Christopher M. Pupo, New York City 경찰서의(2012년 6월 23일) 

• Sgt. Garrett S. Danza, New York City 경찰서의(2012년 7월 11일) 

• Capt. Dennis Morales, New York City 경찰서의(2012년 7월 27일) 

 

역사적인역사적인역사적인역사적인 순직순직순직순직 

 

또한, 이 기념비에는 과거 오랫동안 지역 사회를 위해 봉사하다 순직한 경찰관들의 "역사적인" 

순직도 함께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이들이 근무했던 기관에서는 이들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는 신청을 제출하지 않았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경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Suspension Bridge 마을의 Constable Andrew J. Frank, Niagara Falls 경찰서의 전임경관 

(1865년 9월 15일) 

• Amsterdam 경찰서의 Constable Madison J. Gage (1883년 8월 15일) 

• Niagara Falls 경찰서의 Patrolman Leon L. Prudent (1929년 11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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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nroe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 Special Deputy Joseph G. Munz (1932년 2월 26일) 

• Monroe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 Deputy Sheriff James I. Conheady (1947년 3월 25일 화) 

• New York City 경찰서의 Detective Fermin S. Archer Jr. (2011년 7월 13일) 

 

1991년에 세워진 이 기념비는 일반 서비스 사무국(OGS) 설계 및 건설 그룹이 설계했습니다. 이 

기념비는 뉴욕주 경찰로 16년 이상을 봉사한 이후 1974년에 순직한 주 경찰관 Emerson J.  Dillon, 

Jr.의 딸 Dillon Bergman이 제안한 설계 컨셉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Bergman의 편지에서 "어떤 부서에서 근무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은 모두 다 똑같습니다"라는 부분을 인용한 문장이 이 기념비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 기념비는 

기념비 아래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글자를 새긴(A~L) 12개의 패널로 분할됩니다. 각 패널은 

절반으로 나누어지며 위 또는 아래로 식별됩니다. 

 

기념비의 순직자 명부는 뉴욕주 형사 정의 서비스국 웹 사이트 

http://www.criminaljustice.ny.gov/ops/docs/pomc/honorroll.pdf 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기념비에 포함되려면 뉴욕주 형사 소송법 섹션 1.20(34)에 정의된 경찰관 직위를 보유하거나 연방 

경찰관 직위를 보유하고 해당 섹션에 정의된 경찰관이 수행하는 임무와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유사한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기념비 이름 기재 신청은 순직한 경찰관을 고용한 기관에 의해 수행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경찰관 

추모 자문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회원입니다. 

 

Michael C. Green 뉴욕주 형사 정의 서비스국 부청장, RoAnn M. Destito 뉴욕주 일반 서비스 사무국 

위원, John P. Grebert 뉴욕주 경찰국장 협회 이사, Peter R. Kehoe 뉴욕주 보안관 협회 이사, Patrick J. 

Lynch 뉴욕시 순찰 경찰 자선 협회 회장, Thomas H. Mungeer 뉴욕주 경찰관 자선 협회 회장, Michael 

J. Palladino 경찰관 자선 협회 뉴욕주 협회 회장, Andrew Rakowsky 연방 법 집행 기관 협회 회장, 

Richard Wells 뉴욕 경찰 연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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