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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올해의 뉴욕주 경찰관 상(NEW YORK STATE'S POLICE OFFICER
OF THE YEAR AWARD) 수상자 발표

용기와 용맹함으로 수상자가 된 시러큐스 경찰서(Syracuse Police Department)의
경찰관 세 명이 수상
출동한 경찰관들은 용의자 구금 전 총격에 직면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시러큐스 경찰서(Syracuse Police Department)의
경찰관 tp 명이 올해의 뉴욕주 경찰관 상(New York State Police Officer of the Year
Award)을 수상했다고 발표했습니다. James Milana 부서장, Victoria Losurdo 경관,
Travis Rheinheimer 경관은 2018년 2월 4일 Milana 부서장에게 발사한 용의자를 체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용의자는 부서장을 비롯해 총을 소지한 개인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기타 경관들에게 계속 발포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불법 총기로 인해 경찰관과 지역
사회가 마주하는 위험을 비롯해, 신고를 받고 출동할 때 경찰관들이 겪는
예측불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이 경찰관 세 명은 봉사와 보호의 의미인지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들의 공로를 인정하며, 또한 매일 전국에서 가장 큰 주인
뉴욕을 안전하게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는 수천 명의 경찰관에게 존경을 드립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오늘 오전 시러큐스 경찰청 본부(Syracuse Police
Headquarters)에서 열린 시상식에 주지사 대신 참석하여 경찰관 세 명에게
시상했습니다. 그와 함께 뉴욕주 사법정의서비스부(Division of Criminal Justice
Services, DCJS)의 집행 부커미셔너이자 올해의 경찰관 심사 위원회(Police Officer of
the Year Selection Committee) 회장인 Michael C. Green과 Kenton T. Buckner 시러큐스
경찰서장이 함께 시상했습니다. Milana 부서장, Losurdo 경관, Rheinheimer 경관은 35년
전에 만들어진 상의 시러큐스 경찰서 처음이자 유일한 수상자인 Kelsey Francemone
시러큐스 경찰관 이래로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Francemone 경관은 2016 올해의
경찰관상(Police Officer of the Year Award)을 수상했을 때, 최초로 단독 수상한 여성
경찰관이었습니다.
오늘 발표를 맡은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총을 든 범인이 도심
거리에서 무모하게 발포했을을 때, 이 경찰관들은 용의자를 체포하고 생명을 구하기위해
행동을 취했습니다. 우리는 지역사회를 보호하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매일

목숨을 걸고 있는, 이처럼 용감하고 헌신적인 경찰관을 가질 수 있어 행운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희생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의지를 가진 이 분들과 응급 의료요원에게 커다란
감사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뉴욕주 사법정의서비스부(Division of Criminal Justice Services)의 Green 집행
부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법정의서비스부(DCJS)에서의 우리 사명의 핵심은
법 집행 기관에 제공하는 지원입니다. 이러한 일을 통해 우리는 경찰을 자신의 일로
선택한 사람들의 헌신과 전문성을 먼저 목격합니다. 우리는 또한 이 장교들과 그
가족들이 우리 모두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자신과 그 가족이 희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사 위원회(Selection Committee)의 위원장으로 봉사하고 이 경찰관들의
용감함에 대해 알게 된 것은 영광입니다."
Kenton T. Buckner 시러큐스 시 경찰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러큐스
경찰서(Syracuse Police Department)가 우리 위대한 도시의 시민을 포호하기 위해
헌신적이고 전문적인 인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2018년 2월 4일, 당시
경장이었던 Milana 부서장, Losurdo 경관, Rheinheimer 경관은 총으로 무장한 한 남자를
상대하면서 엄청난 용기와 전문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 번 총을 발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의자를 구금할 수 있었습니다. 뉴욕주 전체와 이들의 행동을 기념할 수
있다는 것이 큰 기쁨입니다."
2018년 세 명이 수상자로 지명되면서, 시러큐스 경찰(Syracuse Police)은 2018년 2월
4일 일요일에 발생한 사건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Losurdo 경관은 웨스트 칼롭 애비뉴 근처 사우스 살리나 스트리트에 총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신고에에 최초로 출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허리띠에 무엇인가를 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보았고, 그 사람에게 행동을 멈추고 손을 보여달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거절했습니다. Losurdo 경관이 개인과 대치하는 동안, 당시 제 3
소대(Third Platoon) 경장이었던 Milana 부서장이 도착했습니다. 부서장은 용의자가 서
있던 곳의 몇 야드 북쪽에 그의 경찰차를 세우고 용의자와 Losurdo 경관 사이에
있었습니다.
Milana 부서장이 차에서 나오기 전, 용의자는 그의 허리띠에서 반자동 권총을 뽑아
그에게 수차례 발포했습니다. 총알은 Milana 부서장의 머리에 가까운 차량의 후드와 앞
유리에 맞았습니다. 그 후, 용의자는 사우스 살리나 스트리트를 가로질러 I-81까지 근처
진입로를 향해 달려갔고, 대응 발사하는 Milana 부서장과 Losurdo 경관을 향해 그의 어깨
너머로 발사했습니다. Travis Rheinheimer 경관은 동료 경찰관들을 돕기 위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최소 총에 맞은 용의자는 계속해서 도망치며 총기를 버리고, 울타리를
넘어 다른 장교들이 그를 체포하기 전에 몸을 숨기려고 했습니다.. 나중에 Leon
Thomas라고 신원이 확인된 용의자는 올해 초 살인 미수로 유죄를 선고받았으며 23년
형을 받아 복무 중이었습니다.

올해의 경찰관 상(Police Officer of the Year Award)은 1984년에 처음으로 시상된 후
뉴욕주 경찰관의 직무를 상징하면서 진정한 용기를 가지고 취한 행동에 대해 한 명의
경찰관 또는 경찰관 팀에 표창합니다. 상이 만들어진 이래로, 심사 위원회(Selection
Committee)는 명예를 위해 19개 기관 에서 120명의 경찰관을 선정했습니다. 그
경찰관들 중, 69명은 사후에 상을 받았습니다. 이 사후 수여자들 중 23명의 경찰관은
뉴욕시 경찰국 소속이고 37명은 항만국 경찰서(Port Authority Police Department)
소속으로, 2001년 9월 11일에 월드 트레이드 센터(World Trade Center)에 대한 테러
공격 도중에 사망했습니다.
여덟 개의 다른 기관이 경찰관을 지명했습니다. 다음 개인은 Cuomo 주지사로부터
뛰어난 위대한 용기상(Certificate of Exceptional Valor)을 받게 됩니다.
캐츠킬 빌리지 경찰서(Catskill Village Police Department), Daniel Waer 경장, Cameron
Auffant 경관, Dilann Chewens 경관. 6월 21일, 경찰관들은 한 남자가 자녀의 어머니
소유의 아파트에 들어가려고 하는 가정 사건에 출동했습니다. 남자는 두 발을 쏘았지만
아무도 맞지 않았습니다.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남자는 여전히 장전된 총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경찰관으로부터 도망쳤지만, 경찰관들은 남자를 제압하고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트 그린 부시 타운 경찰서(East Greenbush Town Police Department), Trevor J.
LaGrave 경관. 6월 15일, Lagrave 경관은 순찰 도중 충돌 소음으로 인해 잠에서 깬
주민의 신고를 받고, 몇 개의 잔디를 건너 나무에 충돌해 화재가 발생하고 운전자가 갇힌
상황에 놓였습니다. Lagrave 경관은 주민의 도움을 받으며 운전자를 안전하게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리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Erie County Sheriff's Office)의 부책임자 John Dunn과
Shane Miller. 8월 5일, 두 명의 부책임자와 다른 경관은 스프링빌 빌리지의 바쁜
주유소에서 샷것을 자랑하는 남성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부책임자가
도착했을 때, 용의자가 그들의 차량에 발포했습니다. 세 명은 용의자와 대치하고
항복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용의자가 거부하고 계속 무기를 들고 있자, 부책임자는
용의자에게 발포했습니다. 용의자는 부상을 입었지만 사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빙턴 경찰서(Irvington Police Department) Arcangelo F. Liberatore 경관. 4월 29일,
휴무일에 플레전트 산(Mt. Pleasant)의 타운 파크에 있던 Liberatore 경관은 어린 소녀가
코요테에 의해 공격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끼어들어 결투를 벌이고 플레전트 산
경찰서(Mt. Pleasant Police Department)의 경찰관들이 도착하여 동물을 제압할 수 있을
때까지 바닥에 동물을 찍어 눌렀습니다. 이 동물은 이후 광견병에 걸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싸우던 중 Liberatore 경관과 그 당시 5살이었던 소녀는 모두 지역
병원에서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뉴욕시 경찰서(New York City Police Department) Brian Glacken 형사와 Christopher
Williams 형사. 7월 1일, 응급 서비스 1부(Emergency Services Unit 1)의 형사 및
구성원들은 뉴욕 항구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Statue of Liberty) 아래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형사들은 뉴욕 경찰 하버
유닛(NYPD Harbor Unit) 및 미국 공원 경찰(U.S. Park Police)과 함께 여성에게 접근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형사들이 그녀와 이야기하는 동안 전술 대응 팀은 모든 안전 장비를
갖추고 계획에 따라 여성을 구금했습니다.
뉴욕주 환경보존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삼림보호국(Division of Forest Protection) Richard D. Franke Jr. 삼림감시원. 8월 4일,
Franke 삼림감시원은 델라웨어 강에서 국립 공원 서비스 레인저스(National Park
Service Rangers)와 공동 순찰에 나섰습니다. 그 때, 래프팅을 한 여성이 통나무와 뗏목
사이에 끼어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후, Franke 삼림감시원은 순찰
보트에 자신을 묶고 물에 들어가 높은 수심과 빠른 흐름에서 여자를 비롯한 10 명의
사람을 구출했습니다.
뉴욕주 경찰(New York State Police) Nicholas F. Clark 순경. 7월 2일, Clark 순경을
비롯한 다른 순경들, 스튜벤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Steuben County Sheriff's Office)과
코닝 경찰서(Corning Police Department)의 요원들이 에르윈 마을에서 자살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경찰관들은 협력하여 둘레를 정비하고 그
사람에게 연락하려고 시도했는데, 이 사람이 Clark 순경과 보안관 사무실 부책임자에게
발포하기 시작했습니다. Clark 순경은 산탄총에 수 차례 맞아 그 부상으로 사망했습니다.
포트 체스터 경찰서(Port Chester Police Department) Michael Sprague 경관. 10월 10일,
Sprague 경관과 다른 경찰관들은 거주지 발사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어던 사람이
911에 신고하여 정신적 문제가 있는 사람이 세 명의 어린이와 한 여성이 있는 곳에서
산탄총을 발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구조 임무가 시작되었습니다. Sprague 경관은 두
개의 탄도 방패를 사용하여 계단을 막아 다른 장교가 2층 침실에서 세 명의 자녀를
구출할 수 있게 했습니다. Sprague 경관은 그 후 용의자와 함께 3층에 있던 여자를
구출하려고 했습니다.. 치열한 접전 후, Sprague 경관은 저격수의 항복을
협상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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