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2년 5월 6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DEC 및 주립공원이 삼림대원, 환경 보존 경찰, 공원 경찰로 더욱 많은 

여성 임관 예정이라고 발표  

  

DEC, 공원 경찰은 전국적인 '30x30 공약'에 참여하여 더욱 많은 여성이 공공 안전, 

지역사회 봉사, 사법 집행 신뢰 구축에 동참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C)와 공원, 레크리에이션, 역사보존청(Office of Parks, Recreation and 

Historic Preservation)이 주 경찰(State Police) 및 전국의 기타 경찰 기관과 함께 '30x30 

공약(30x30 Pledge)'에 참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이니셔티브는 환경보존 

경찰관(Environmental Conservation Police Officer, ECO), 삼림대원(Forest Rangers), 

공원 경찰(Park Police Officers)로 더 많은 여성을 임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30x30 공약은 정책 기관이 사법 집행 부문에서 여성의 참여와 경험을 개선하고자 

실시하는 일련의 정책의 일환입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정부 기관들은 현재 젠더 평등 

상황을 평가하는 한편, 모집, 평가, 고용, 유예, 승진, 기관 문화 등의 정책 부문에서 

여성의 참여를 막는 장벽을 제거할 정책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의 경찰 기관은 지역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할 

때 비로소 더욱 강력해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더욱 많은 여성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행동에 나서주신 DEC와 주립공원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저는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께 이번 기회를 활용하여 사법 집행 커뮤니티에 합류하고 이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기를 당부합니다."  

  

이번 약속은 경찰 지도자, 연구자, 전문 기관으로 구성된 연합체인 30×30 이니셔티브 가 

주도하는 중요한 노력입니다. 이들은 미국 전역에서 다양한 수준의 정책 부문에서 

여성의 경험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30×30 

이니셔티브는 뉴욕 대학교 법학대학(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의 정책 

프로젝트(Policing Project)와 전국 여성 사법 집행 대표자 연합(National Association of 

Women Law Enforcement Executives, NAWLEE) 소속입니다.  

  

30×30 이니셔티브의 궁극적 목표는 2030년까지 여성 채용을 30%까지 확대하여 사법 

집행 기관이 진정한 의미에서 관할 지역과 지역사회를 대변할 수 있도록 하는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30x30initiative.org%2F&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8b2a9ba6745148b1fbc708da2f703b8b%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874456337498039%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nRDE82m9DVS8xnCJgEprmdPK30Dgz%2F%2BV89c6QbQVDuM%3D&reserve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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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입니다. 30x30 이니셔티브가 사법 집행 부문에서 여성의 지위 향상에 집중하는 

가운데, 이러한 원칙은 젠더 뿐 아니라 모든 인구 다양성 문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Kathy Hochul 주지사는 뉴욕주 경찰이 여성 순찰대원의 승진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뉴욕시 경찰청(New York City Police 

Department) 등 대도시 경찰 기관에서 중소 규모의 교외 지역, 대학 캠퍼스, 주 경찰 기관 

등 160개 이상의 기관이 30x30 공약 참가를 약속했습니다. 해당 공약은 경찰에서 여성의 

참여가 늘어날수록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사회과학 연구를 기반으로 

합니다.  

  

Basil Seggos 환경보존부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DEC 소속 여성 삼림대원 및 

환경보존 대원들은 매일까지 격무에 시달리며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수준의 환경법 

시행을 지원하고 우리의 천연자원을 보호하며 환경 정의를 실현하고 실재하는 기후 

변화의 위험으로부터 지역사회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30x30 공약 참여는 현재까지 사법 

집행 부문에서 DEC 소속 여성 직원의 지위를 개선하기 위한 DEC의 성과와 DEC 직원 

전반에서 다양성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시행해 온 노력의 연장선 상에 있습니다."  

  

Erik Kulleseid 주립공원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주립공원 경찰 대원들은 

주립공원 방문객과 주 전역의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매일 이타적으로 

근무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인구를 대변하도록 공원 경찰을 구성하는 것은 모든 

방문객을 위해 뉴욕 전역의 주립공원을 더욱 안전하고 즐거운 장소를 만들기 위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공원은 우리 뉴욕주의 기타 사법 

집행 파트너와 함께 30X30 공약에 참여하여 우리 시스템 내에서 여성의 지위 개선을 

이루어 낼 것입니다."  

  

Maureen McGough 30x30 이니셔티브(30x30 Initiative) 공동 창립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전국에서 정부 기관 최초로 이 운동에 참여해주신 DEC 및 

주립공원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경찰에 여성이 참여하는 것이 공공 안전 개선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DEC와 주립공원의 선례를 따라 다른 정부 

기관도 공약에 참여하여 여성이 경찰에서 활양할 수 있게 되기를 고대합니다."  

Karen Przyklek 사법집행국(Division of Law Enforcement) 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DEC 사법집행국 최초의 여성 국장으로서 저는 더욱 많은 여성 환경보존 경찰을 

고용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이번 공약 참여 발표는 DEC가 

더욱 강하고 똑똑하며 높은 수준의 기술을 가진 여성을 DEC 삼림대원 및 ECO로 

고용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John Solan 삼림보호국(Division of Forest Protection) 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공약은 기관 내에서 여성의 참여와 경험을 개선하려는 삼림보호국의 지속적인 

노력과 궤를 같이 합니다. 우리는 전국 최초로 이러한 중요한 공약에 참여하게 되어 

기쁩니다. 그리고 앞으로 동일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노력하는 전국의 기관과 함께 

공유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governor.ny.gov%2Fnews%2Fgovernor-hochul-announces-state-police-commitment-boosting-ranks-female-troopers&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8b2a9ba6745148b1fbc708da2f703b8b%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874456337498039%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7FZSzTBlnNepB4HMImsrk9Dinf7r3nBvTr3MsdxVOY8%3D&reserved=0


더욱 많은 여성을 고용하기 위해 환경보존부(DEC) 삼립보호국과 사법집행국은 뉴욕주 

전역에서 공정 고용 및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DEC 삼림대원 및 환경보존 경찰관 신규 임용의 장점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DEC는 다양성과 포용의 가치를 전면으로 지원하고 강화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DEC의 사명인 환경 보호는 모든 직원의 다양성, 

강점, 재능을 반영해야 비로소 달성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DEC는 인종주의 및 인종 차별을 근철하고 뉴욕주 모든 

주민과 방문객을 위해 환경을 보호하겠다는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Seggos 커미셔너는 경력 개발 및 성장을 모색하는 여성의 요구에 대응하여 2018년 

DEC의 여성 경력 발전 이니셔티브(Women's Professional Development Initiative) 

시행을 추진했습니다. 스티어링 위원회(Steering Committee)의 주도로, 해당 

이니셔티브는 모든 DEC 소속 여성 직원에게 우호적인 환경을 구축하는 한편, 모든 

직원이 잠재력을 발휘하여 최대의 기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모든 직원이 

직급에 관계 없이 경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조직으로 환경보존부가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Karen Przyklek 사법집행국 국장과 Megan LaPierre 삼림대원의 30x30 공약 관련 

발언/인용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로그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DEC의 사법집행국 및 삼림보호국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www.dec.ny.gov를 참조해 

주십시오.  

  

뉴욕주 경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parks.ny.gov를 참조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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