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년 6월 4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무공 훈장(MEDAL OF VALOR) 및 공로 훈장(CONSPICUOUS SERVICE 

MEDAL)의 수상자들에 대해 발표 

 

가브레스키 공항(Gabreski Airport)에서 발생한 2 월의 비행기 추락 사고에 영웅적으로 대처한 7 

명의 뉴욕 육군 주 방위군(New York Army National Guard) 병사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2월 26일 프랜시스 에스 가브레스키 공항(Francis S. Gabreski 

Airport)에서 추락한 비행기의 조종사를 구한 4 명의 뉴욕 육군 주 방위군(New York Army National 

Guard) 병사들이 영웅적인 행동을 한 군인들에게 수여하는 뉴욕주 최고의 군대 포상인 뉴욕주 무공 

훈장(New York State Medal of Valor)을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비행 승무원의 일원이었던 세 

명의 다른 병사들은 이 사건에 대한 대처로 뉴욕주의 공로 훈장(Conspicuous Service Medal)을 

받았습니다. 

 

“이 용감한 뉴욕 주민들은 직무 범위를 뛰어 넘어 뉴욕 주 방위군(New York National Guard)의 

정수를 구현했습니다.” 라고 Cuomo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저는 신속한 조치를 취한 승무원 

전원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이 모범적인 남녀 군인들이 받아 마땅한 명예를 얻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뉴욕주의 무공 훈장(Medal for Valor)는 용맹, 영웅적 행동, 용기 또는 용감성을 보여준 뉴욕주 방위군 

멤버에게 수여됩니다. 뉴욕주의 공로 훈장(Conspicuous Service Medal)은 뛰어난 책임감으로 

탁월한 공로를 세워 타인의 귀감이 된 군인들에게 수여됩니다. 

 

민간 비행장에서 조종사들이 비행기 착륙을 연습하고 있던 비행기 한 대 더 이상 보이지 않으며 무선 

호출에도 응답하지 않고 있다고 통보받았을 때 이 7명의 병사들은 웨스트햄프턴 비치 소재 Francis 

S. Gabreski 주 방위군 공군기지(Francis S. Gabreski Air National Guard Base)로 비행 

중이었습니다. 비행 승무원들은 즉시 수색을 시작하여 인근 수목 지역에서 추락한 민간 항공기를 

발견했습니다. 

 

이미 추락하여 화염 속에 있던 비행기에서 약 200 피트 떨어진 곳에 헬리콥터를 착륙시킨 후, 승무원 

4 명이 불에 타고 있는 비행기에 접근하여 비행기 탑승자 3 명 중 1 명을 구출할 수 있었습니다. 

불행하게도 나머지 2 명의 승객을 구하기 위한 노력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뉴욕주 방위군 부관참모인 Anthony German 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항공기 승무원들의 

신속한 조치는 뉴욕의 시민 병사들 사이에 면면히 이어지는 최고의 전통 속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들의 사심없는 영웅적인 행동으로 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활동을 인정하게 

되어 대단히 자랑스럽습니다.” 

 

구조 활동으로 무공 훈장(Medal of Valor)을 받게 되는 승무원 4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 브롱크스 출신의 Ronald Ramirez 2등 준위는 대대의 임무 계획자이며 2008년부터 뉴욕 

육군 주 방위군(New York Army National Guard)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는 리버티 

상호보험(Liberty Mutual Insurance) 회사에서 판매 대리인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그린포트 출신의 Matthew Pacholk 준위는 UH-60 기동헬기 조종사입니다. 그는 2011년에 

뉴욕 육군 주 방위군(New York Army National Guard)에 입대하여 2012년과 2013년 

쿠웨이트에 파병되었습니다.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IRS)의 연락 담당관입니다.  

• 고셴 출신의 Christopher Hansen 준위는 UH-60 기동헬기 조종사이며 2009년 뉴욕 육군 주 

방위군(New York Army National Guard)에 입대했습니다. 그는 2013년에는 쿠웨이트, 



  

2014년에는 사우디 아라비아에 파병되었습니다. 뉴욕주 교통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에서 고속도로 유지보수 작업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스태튼 아일랜드 출신의 Yaanique Scott 병장은 UH-60 기동헬기 승무원 수장이며 

2006년부터 뉴욕 육군 주 방위군(New York Army National Guard)에서 복무했습니다. 그는 

2008년과 2009년 이라크에 파병되었으며 현재 뉴욕시 소방관입니다.  

  

공로 훈장(Conspicuous Service Medal)을받는 승무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오렌지버그 출신의 Joseph McCarthy 3등 준위는 기장으로 복무했습니다. 그는 2008년부터 

뉴욕 육군 주 방위군(New York Army National Guard)에서 복무한 이 대대의 항공 안전 

책임자입니다. 2013년과 2014년 쿠웨이트에 파병되었으며 현재 뉴욕시 소방관입니다.  

• 이스트 팟처그 출신의 Meghan Polis 2등 준위는 선임 부조종사였습니다. 그녀는 UH-60 

기동헬기 조종사이며 2011년부터 뉴욕 육군 주 방위군(New York Army National Guard)에서 

복무했습니다. 드렉셀 해밀턴 유한책임회사(Drexel Hamilton LLC)의 지자체 채권 담당 

부사장입니다.  

• 세인트 제임스 출신의 Arlene Noschese 상병은 UH-60 기동헬기 승무원입니다. 그녀는 

2013년에 뉴욕 육군 주 방위군(New York Army National Guard)에 입대했으며 현재 세인트 

조셉 칼리지(St. Joseph’s College)에서 법을 공부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국가 교통 안전위원회(National Transportation Safety Board)의 Dan Boggs 수석 조사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행기 화재 현장에서의 진정한 영웅적 행동인 그들의 신속한 대응이 아니었다면 두 

명이 아니라 세 명이 사망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을 것입니다.” 

 

승무원들은 모두 론콘코마 소재 육군 항공지원시설(Army Aviation Support Facility)에 배치된 육군 

주 방위군(Army National Guard) 142 항공 연대 3대대(3rd Battalion, 142nd Aviation Regiment) 

소속의 병사들입니다. 이 사고는 여전히 조사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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