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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나소 카운티의 뉴욕주 고속도로 일부를 "MICHAEL J. FIELD
소방관/응급요원 메모리얼 브리지"로 지정하는 법안에 서명

헴스테드 타운의 코로나 애비뉴에 위치한 다리를 환자 수송 중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사망한 소방관/응급요원 Michael J. Field를 기려 새롭게 명명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나소 카운티의 뉴욕주 고속도로 시스템의 일부를
"Michael J. Field 소방관/응급요원 메모리얼 브리지(Firefighter/EMT Michael J. Field
Memorial Bridge)"로 지정하는 법안(S.8637a/A.10703)에 서명했습니다. 이 새로운 법은
1987년부터 환자 수송 중 코로나19에 감염되어 59세의 나이로 사망할 때까지 밸리
스트림 소방서(Valley Stream Fire Department) 응급요원으로 근무한 Michael J. Field의
명예를 기립니다.
밸리 스트림 소방서에서 근무하기 전, 그는 뉴욕시 소방서(New York City Fire
Department)에서 응급 의료 전문가로 근무했으며, 2001년 9월 11일 테러 공격 발생 당시
및 그 이후 긴급 대응에 참여했습니다.
서던 스테이트 파크웨이(Southern State Parkway)를 가로지르는 헴스테다 타은 코로나
애비뉴 브리지가 해당 고속도로 부분에 포함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Michael Field의 삶은 공공 봉사와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사심없는 헌신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뉴욕은 그의 희생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생명을 구하고 뉴욕의 코로나19 대응 노력을 도운 영웅입니다. 뉴욕 주민
모두는 그에게 갚을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뉴욕주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DOT)의 Marie Therese Dominguez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Michael Field 같은 응급요원들은 처음부터 코로나19
대응 노력의 최전선에 있었으며, 자신의 안전을 댓가로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지켰습니다. 교통부는 공공 서비스와 지역사회에 헌신하여 뉴욕의 이상을 직접 체현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라는 것을 일깨워주신 Michael을 기리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 매우
영광입니다."

Todd Kaminsky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Michael Field는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를 기리며 서던 스테이트 파크웨이
15번 출구를 Michael Field 메모리얼 브리지(Michael Field Memorial Bridge)로 명명하는
법안을 지지할 수 있었던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었습니다. 브리지의 이름을 바꾸는 저의
법안에 서명하여 위대한 응급요원을 기리고 향후 미래 세대에게 훌륭한 선례를 남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 Cuomo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Michaelle Solages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밸리 스트림 지역사회는 언제나
Michael J. Field의 봉사와 헌신에 감사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를 기리며 서던 스테이트
파크웨이 출구, 코로나 애비뉴에 위치한 브리지의 이름을 새롭게 명명하게 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Michael은 공공 서비스에 대한 헌신이라는 유산을 남겼습니다.
브리지의 명판은 향후 미래세대에게 이러한 사실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의 안식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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