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8년 7월 2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CLARK 뉴욕주 경찰관을 추모하는 조기 게양 지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스튜벤 카운티에서 오늘 순직한 Nicholas F. Clark 

뉴욕주 경찰관을 추모하기 위해 모든 주정부 건물에서 조기를 게양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Clark 경관의 매장일까지 조기 게양을 유지할 것입니다. 오늘 일찍 Cuomo 

주지사는 Clark 경관의 순직에 대한 브리핑을 받기 위해 뉴욕주 경찰관 및 현지 법 

집행관들을 만났습니다.  

  

브리핑 동영상은 유튜브(YouTube)의 경우 여기에서 제공되며, TV 품질(h.264, mp4)의 

파일은 여기에서 제공됩니다.  

  

브리핑 음성 파일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진은 Cuomo 주지사의 플릭커(Flickr)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브리핑 사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Fiore 치안총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뉴욕주 경찰(New York State Police)의 

Chris Fiore 치안총감입니다. Andrew Cuomo 주지사님으로부터 곧 듣게 되겠지만 제가 

우선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기초하여 오늘 아침에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에 

관련된 최신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 약 3시 30분경, 뉴욕주 경찰(New York 

State Police), 스튜벤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Steuben County Sheriff's Office), 코닝 

경찰서(Corning Police Department)의 경관들이 스튜벤 카운티의 어윈 타운에서 

바리케이드를 치고 자살 소동을 벌인 주민에 관한 신고 전화에 대응했습니다. 대응 

과정에서 Nicholas Clark 경관이 용의자가 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용의자는 나중에 

명백한 총상으로 거주지에서 숨진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29 세의 Clark 경관은 뉴욕의 트룹스버그 주민이었습니다. 그는 2015년 9월에 뉴욕주 

경찰 기초 학교(State Police Basic School)를 졸업한 203 회 졸업생입니다. 그는 현재 SP 

배스 E 경찰대(SP Bath, Troop E)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부모님과 형제를 유족으로 

https://youtu.be/uNhVhVXGxtM#_blank
https://spaces.hightail.com/receive/oSKUdjVNhN#_blank
https://soundcloud.com/nygovcuomo/governor-cuomo-meets-with-state-troopers-and-local-law-enforcement-and-holds-press-briefing#_blank
https://www.flickr.com/photos/governorandrewcuomo/#_blank


 

 

두었으며 모두 그의 순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는 뉴욕주 경찰에게 있어 끔찍한 

손실입니다. 저희는 Clark 경관과 그 가족분들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수사 중에 있으며, 뉴욕주 경찰이 추가 정보를 제공할 에정입니다. 이제 Cuomo 

주지사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uomo 주지사: 감사합니다. Chris Fiore 치안총감의 보고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Stephen Smith 현장 지휘관, Richard Allen E 경찰대(Troop E)의 경찰대장에게 

감사드립니다. 경찰대의 손실에 유감을 표명하며 Clark 경관의 모든 동료들에게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뉴욕주 경찰과의 파트너십에 대해 Jim Allard 스튜벤 카운티 

보안관에게 감사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 상황에서 기울여 준 도움과 지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Clark 경관이 총상을 입은 후에, Clark 경관을 위험에서 구하기 위해 부 

보안관은 목숨을 걸고 그를 안전한 장소로 옮겼습니다. Clark 경관의 유족인 부모님과 

형제가 이 무의미한 폭력 행위의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창창한 

앞날이 펼쳐져 있던 훌륭한 근무 기록을 가진 뛰어난 29 세의 경관. 훌륭한 운동 선수. 

뛰어난 근무 성적. 그는 사람들을 돕는 단 한가지의 일을 하고 섶어했습니다. 공무를 돕는 

일이 여러분의 지역사회에 헌신하며 여러분의 지역사회를 돕기 위해 뉴욕주 경찰이 

가지는 기회입니다. 다른 주민 가정을 돕는 일. 이와 같은 상황은 정말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이유가 있든지 간에 앞날이 창창하던 29 세의 삶이 사라졌습니다. 

주민을 도우려고 애썼고 선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주지사로서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이 

이전과는 다른 상황에 맞서야 한다는 점입니다. 일부는 거의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입니다. 이 힘든 시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 일은 제가 전에도 겪었던 상황 중 

하나입니다. 뉴욕주 경찰은 5년 동안에 13 명의 경관을 잃었습니다. 해답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단지 슬프고 고통스러울 뿐입니다.  

  

뉴욕주 경찰과 이 주에 있는 모든 경찰관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뉴욕주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이 경찰관들을 존중하고 신뢰하며 그들과 그 가족들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경관들이 목숨을 걸고 위험에 맞서기 위해 매일 

집을 나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이 근무를 하는 

동안 가슴 졸여한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가족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여러분이 감수하는 위험에 진실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요즘 경찰이 하는 

모든 일은 위험한 일들입니다. 교통 통제나 가정 폭력 사건, 폭풍이나 허리케인 또는 발생 

가능한 테러리스트 활동 등 무엇이든지 간에 공포스러운 시기이기 때문에 모든 일이 

전부 위험합니다. 그러므로 여러 면에서 우리는 경찰관과 공무를 수행하는 보호자들을 

더 많이 고용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Clark 경관의 유족에게 심심한 애도의 마음을 표하며 유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Clark 경관의 동료들에게 애도의 마음과 기도를 전합니다. 스튜벤 카운티 

보안관 부서에게 감사드립니다. 타인을 돕기 위한 임무에 임하면서 보여준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함께 이 슬픔을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법 집행관들이 공무 

수행 중 처하는 이러한 위험에 대해 이해할 것입니다.  



 

 

  

이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저는 치안총감에게 이 점에 관련하여 무슨 질문이든지 할 

것이며 제 자신에게도 스스로 되물어 볼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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