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2년 6월 22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 구조대원의 임금 인상안 발표  

  

주 해변과 수영장에 요원을 배치하기 위한 디지털 채용 캠페인을 포함한 구조대원 채용 

작업 진행 중  

  

자격 있는 지원자를 유치하고 여름 내내 근무할 수 있도록 주 구조대원의 급여,최대 34% 

인상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뉴욕 주립 공원 해변과 수영장, 환경 보호부 야영장 및 일용 

지역 해변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 구조대원의 임금을 인상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북부지역 시설에서 구조요원의 초봉은 시간당 14.95달러에서 20달러로 

34% 인상되고, 남부지역 시설에서 구조요원의 초봉은 시간당 18.15달러에서 22달러로 

21% 인상됩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뉴욕 시민들은 올 여름 공공 해변과 

수영장을 안전하게 즐길 자격이 있습니다. 수영시설로의 접근을 위협하는 인명구조원의 

부족 문제로 인해, 우리는 여름 동안 야외 레크리에이션으로의 안전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더 많은 인명구조원을 공격적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급여율은 공원, 여가 및 역사보존 사무국(Office of Parks, Recreation and Historic 

Preservation)과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가 운영하는 

수영 시설의 구조원들에게 즉시 적용될 것입니다. 주립 공원은 주 전역의 70개 공원의 

수영장과 해변에서 구조대원을 파견합니다. DEC는 17개의 해변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곳에 40명 이상의 구조대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SUNY와 CUNY가 고용한 

구조대원들도 포함됩니다. 주정부 기관은 모든 당사자에게 유익한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United University Professionals와의 논의를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  

  

또한 두 시즌 이상 경력이 있는 구조대원의 급여율도 5%에서 30%까지 인상되며 이는 

장소와 경험에 따라 다릅니다.  

  

주립 공원은 주문형 구조대원 수료 인증 과정을 개최하고 있으며, Facebook, Instagram, 

True, YouTube 및 Vistar를 포함한 다양한 플랫폼에서 현재까지 약 120만 개의 



"좋아요"를 획득한 Lifeguard Digital Recruit Campaign을 시작했으며, 최소 2022년 7월 

4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뉴욕은 작년에 주 대부분 지역에서 인명구조 제한을 15세로 낮췄고 현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구조대원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나소와 서퍽 카운티는 

주의 다른 지역과 달리 구조대원의 요구 조건이 다릅니다. 롱아일랜드 해변은 주의 다른 

지역의 해변과 다른 구조 기술을 요구되므로 작년에는 나이 제한을 15세로 낮추지 

않았습니다. 주 보건부는 특히 롱아일랜드에서의 이러한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소 카운티 보건부와 협력하여 승인된 인증 과정을 개정했습니다. DOH의 환경 보건 

센터는 수정 사항을 받아들였고, 나소 카운티는 현재 그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15세들을 

구조대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DEC는 6월 24일 금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Million Dollar 해변으로 알려진 Lake 

George Beach Day Use Area에서 구조대원 모집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지원자들은 제공되는 무료 훈련과 자격증에 대해 더 자세히 배울 수 있습니다. 매년 

500명 이상의 계절 요원이 DEC에 고용되어 여름 시즌 내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지원자들은 여름 내내 주말과 휴일 동안 계속 일해야 합니다. DEC 

야영장 및 해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직원 채용에 대한 문의는 

https://www.dec.ny.gov/about/726.html를 방문하거나 (518) 457-2500 (확장 번호 #1)로 

전화하거나 campinfo@dec.ny.gov로 이메일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Erik Kulleseid 주립 공원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년 주립 공원 해변과 

수영장에서 수백만 명의 수영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뉴욕 주립 공원 

구조대원들이 필요합니다. Hochul 주지사의 리더십 덕분에 이렇게 절실히 필요한 

임금인상은 우리 주립공원팀에 더 많은 인원을 모집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직 

Harriman 주립 공원 구조대원인 저는 구조대원이 돈을 벌고, 귀중한 직업 경험을 얻고, 

대중을 위해 봉사하는 훌륭한 방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존부 Basil Seggo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름 시즌을 시작하면서 

훈련받은 구조대원이 있는 공공 해변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Hochul 주지사님 덕분에 우리는 여름 내내 

아디론댁과 캣츠킬을 찾는 방문객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필요한 인명구조원을 유치할 

수 있는 매력적인 급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United University Professions의 Fred Kowal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UUP는 

열심히 일하는 주 구조대원들의 공정한 초봉을 받을 수 있도록 한 Hochul 주지사님의 

발표를 환영합니다. 이것은 시기적절하고 우리 주에 유익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러한 

계약은 절실히 필요한 요원들을 모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뉴욕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목숨을 거는 사람들을 보상해 줄 것입니다. 앞으로도 Hochul 주지사님과 함께 장기 

단체교섭협약을 체결해 구성원 모두의 근무여건을 개선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dec.ny.gov%2Foutdoor%2F113215.html&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d050611f874949a1bca408da54784541%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15172809750434%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A%2FedNUVT0gm1QHCW%2BYQkPVfUMGJoDHdFrTvWr9Lbn0Y%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dec.ny.gov%2Foutdoor%2F113215.html&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d050611f874949a1bca408da54784541%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15172809750434%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A%2FedNUVT0gm1QHCW%2BYQkPVfUMGJoDHdFrTvWr9Lbn0Y%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dec.ny.gov%2Fabout%2F726.html&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d050611f874949a1bca408da54784541%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15172809750434%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LqY88OKegQvbKrdvCV%2FNbiGYs%2By0FHavpWUcm6JZBQo%3D&reserved=0
mailto:campinfo@dec.ny.gov


구조대원은 고용되기 전에 자격 확인 절차를 성공적으로 완료하는 것을 포함한 특정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격 요건의 현재 일정, 채용 요건 및 지원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십시오. 새로운 자격 부여 날짜는 순차적으로 추가됩니다.  

 

뉴욕주 공원, 레크리에이션, 유적지 보존 사무국은, 매년 7,800만 명의 방문객이 찾는 

250곳이 넘는 공원, 유적지, 레크리에이션 트레일, 골프 코스, 선박 진수장 등을 

감독합니다. 이러한 레크리에이션 장소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얻으시려면 518-474-

0456번으로 전화로 문의하시거나 parks.ny.gov를 방문하십시오. 또는 페이스북에서 

저희를 찾으시거나 인스타그램과 트위터에서 저희를 팔로우하시기 바랍니다.  

  

환경 보존부는 애디론댁과 캣츠킬 공원에 위치한 52개의 야영장과 17개의 해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DEC 캠핑장과 해변은 섬 캠핑, 텐트 및 트레일러 캠핑, 보트 발사 

시설, 하이킹 코스, 해변 및 일용 지역을 포함한 다양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야영장, 원시 

캠핑장, 린토, 등산로, 주차장 및 방문 계획에 도움이 되는 기타 정보가 포함된 대화형 

지도인 DECinfo Locator를 사용하여 다음 모험지를 찾아 보십시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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