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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뉴욕주 구명 경찰관상 수상자 발표  

  

뉴욕주 경찰 Joel R. Davis, 사후 2017 구명상(Lifesaving Award) 수상  

  

직무 수행 중 용감하고 사심 없이 생명을 구조한 경찰관을 인정하는 상  

  

뉴욕주 경찰(New York State Police), 워터타운역(Watertown Station)에서 Davis 

경찰관을 기리는 표시 공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경찰(New York State Police)의 Joel R. Davis 

경찰관이 2017년 7월 9일 제퍼슨 카운티에서 가정 폭력에 대응한 역할을 인정받아 사후 

형사사법서비스국(Division of Criminal Justice Services)의 구명상(Lifesaving Award)을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테레사 타운의 사건 현장에 Davis 경찰관이 도착했을 때 총기를 

소지한 남자가 있었고 한 여자와 두 아이들은 근처 대피소로 피신한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Davis 경찰관은 치명적인 총상을 입었습니다. 이 상은 오늘 아침 주 경찰(State 

Police)의 워터타운역(Watertown station)에서 열린 행사에 참여한 Davis 경찰관의 

가족에게 수여되었습니다. 동료 경찰관들은 그를 기리기 위한 표시를 공개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Davis 경찰관은 뉴욕주 경찰(New York State 

Police)과 긴급상황 대처자의 특징인 용기와 용감을 전형적으로 보여줍니다. 저는 모든 

뉴욕 주민을 대신하여 국민을 지키기 위한 Davis 경찰관의 복무, 영웅적 행동, 이타적 

희생을 기리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형사사법서비스국(Division of Criminal Justice Services)의 Michael C. Green 

부커미셔너는 2017 구명상(Lifesaving Award)을 Davis 경찰관의 세 자녀에게 

수여했습니다. 자녀들은 참석한 가족을 대표하여 수상했습니다. Davis 경찰관의 아내, 

부모님, 형제가 참석했습니다. 수상에 이어 Davis 경찰관과 함께 일했던 주 경찰(State 

Police) 일원들은 동료를 추모했고 기념 표시를 공개했습니다. 표시의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의 친구이자 동료. 항상 기억되기를. 절대 잊혀지지 않기를.” 36세였던 

Davis 경찰관은 법 집행직 전부를 제퍼슨 카운티에서 수행했습니다. 제퍼슨 카운티 



 

 

경관실에서도 복무했으며 주 경찰(State Police) 4년차였던 Davis 경찰관은 노스 

컨트리에서 직무 도중 사망한 첫 번째 경찰관이었습니다.  

  

주지사의 올해의 경찰관상 선정 위원회(Police Officer of the Year Award Selection 

Committee)는 용기있고 이타적인 행동으로 사람의 목숨을 살린 경찰관을 인정하기 위해 

2016년 구명상(Lifesaving Award)을 만들었습니다. 해당 위원회는 올해의 

경찰관상(Police Officer of the Year Award)을 위해 제출된 후보자 중 수상자를 

선정합니다. 이는 특출나게 용맹한 행동을 한 경찰관 한 명 또는 경찰관 팀을 인정하는 

상이며 1984년 이래 수상되고 있습니다.  

  

Green 수석 부커미셔너 겸 올해의 경찰관 위원회(Police Officer of the Year 

Committee)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무질서한 폭력적 사건에 대응한 Davis 

경찰관의 이타적 행동은 총기를 소지한 남성으로 인해 부상을 입은 한 여성과 두 아이의 

목숨을 살렸습니다. 임박한 위험에도 굴하지 않은 그의 행동은 이 상의 정신을 

전형적으로 보여줍니다.”  

  

George Beach II 뉴욕주 경찰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Davis 경찰관은 치명적 위험을 

인지했고 자신의 안전을 위해 망설이거나 걱정하지 않고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행동을 취했습니다. 그의 이타적 행동으로, 그의 중재가 없었다면 살해될 

수도 있었던 세 명의 목숨을 보호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용기는 바로 우리 

경찰관들에게 기대되는 것이며 이러한 용기와 자기 희생 정신은 모든 경찰관이 가져야 

합니다.”  

  

2017년 7월 9일 오후 8시 24분, Davis 경찰관은 가정 폭력 사건에 대응한 첫 번째 

경찰관이었습니다. 경찰관이 도착했을 때 총기를 소지한 남자는 헛간으로 총을 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안전에 위협이 됨에도 불구하고 Davis 경찰관은 막고 있는 

생울타리를 넘어 총기 소지자에게 접근했습니다. Davis 경찰관은 보호 조끼로 덮지 않은 

흉부에 .223 구경 총을 맞았고 치명적으로 부상을 입었습니다. 범인은 그 후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었습니다.  

  

이 현장 조사 중 범인의 아내는 총상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생명에 

지장이 없는 등 총상으로 고생했었던 아내의 친구와 두 아이들은 헛간에 

숨어있었습니다. 범인은 살인죄 및 이 사건 관련 다른 죄목들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찰관상 선정 위원회(Police Officer of the Year Award Selection Committee)는 

2017 구명상(Lifesaving Award) 수상자로 항만청 경찰부(Port Authority Police 

Department)출신 여덟 명도 지명했습니다. Miriam Rubio 중위, Hector Martinez, Victor 

Talamini 병장, Jack Collins, Anthony Estevez, Sean Gallagher, Anthony Manfredini, 

Drew Preston 경찰관은 2017년 12월 11일 맨해튼 항만청 버스 터미널(Port Authority 



 

 

Bus Terminal) 근처 뉴욕시 지하철역(New York City Subway station) 폭발물에 대응한 

조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시상식은 올해 말에 열릴 예정입니다.  

  

형사사법서비스국(Division of Criminal Justice Services)은 (i) 법 집행기관 훈련, (ii) 주 

전역의 범죄 자료 수집 및 분석, (iii) 범죄 경력 정보 및 지문 파일 유지관리, (iv) 뉴욕주 

경찰(New York State Police)과 협력하여 이루어지는 뉴욕주 DNA 데이터뱅크의 관리 

감독, (v) 보호관찰 및 지역사회 교정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지원 및 감독, (vi) 연방 및 주 

형사 사법 기금 관리, (vii) 주 전역의 형사 사법 관련 기관 지원, (viii) 뉴욕주 성범죄자 

목록(Sex Offender Registry) 관리 등 다양한 책임을 부여받은 다목적 형사 사법 지원 

기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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