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9년 12월 6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환경 보존 경찰관(ENVIRONMENTAL CONSERVATION POLICE 

OFFICERS, ECOs) 및 산림 감시대원 신규 졸업생 명단 발표  

  

44명의 신규 경관, 환경 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C)의 

22기 제복 경관 기초 학교(Basic School for Uniformed Officers) 졸업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환경 보존 경찰관 30명과 산림 감시대원 14명이 

뉴욕주 환경 보존부 제22기 제복 경관 기초 학교(Basic School for Uniformed Officers)를 

졸업하였음을 발표했습니다. 44명의 새로운 경관은 시러큐스의 뉴욕주 박람회장(New 

York State Fairgrounds) 엑스포 센터(Expo Center)에서 공식 행사에서 학위를 

받았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림 감시대원과 환경 보존 경찰관은 뉴욕의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해 주 전역의 지역 사회에서 일합니다. 오늘 

졸업한 남녀 여러분께 축하드립니다. 이 졸업생들은 뉴욕 주민과 방문객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뉴욕의 풍부한 환경 관리 전통을 이어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기초 학교는 살몬 강을 따라 위치한 오스위고 카운티 풀라스키 소재의 환경 보존부 공공 

안전청 훈련 학교(Office of Public Protection's Training Academy)에서 5월 19일부터 

시작해 29주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훈련 및 교과 과정은 환경 보존 법률(Environmental 

Conservation Law), 형사 소송 절차, 차량 및 교통 법규, 체력 단련, 총기 훈련, 야생 동물 

식별, 긴급 차량 조작, 수색 및 구조, 지상 항법, 보트 조종 및 산불 진화 등입니다. 22기 

기초 학교 졸업생은 뉴욕주 전역의 커뮤니티 출신이며 다음과 같습니다:  

  

환경 보존 경찰관  

ECO Stephanie D. Anderson, West Islip  

ECO Aric J. Boyes, Neversink  

ECO Christine M. Brussell, Oxford  

ECO Garrett C. Cacciola, Northport  

ECO Heather L. Carl, Westerlo  

ECO Jacob A. Clark, Camden  

ECO Evan P. Crisafulli, Colonie  

ECO Shane M. Currey Jr., Buffalo  



 

 

ECO Christopher M. Doroski, Troy  

ECO Nicole B. DuChene, Oneida  

ECO Daniel E. Franz, Rome  

ECO Colton C. Garrand, North Bangor  

ECO Murel E. Lovgren, Pulaski  

ECO Casey J. Mangels, Cortlandt Manor  

ECO Brent E. McCarthy, Hartford  

ECO Shawn M. Michalet, Springfield  

ECO Darren M. Milliron, Pulaski  

ECO Jared F. Newell, Queensbury  

ECO Lawrence S. Pabes, West Hempstead  

ECO Paul J. Pansini, Staten Island  

ECO Glen K. Parker, Fredonia  

ECO Brennan M. Parmelee, Latham  

ECO Connor S. Paschke, Saranac Lake  

ECO Nicholas R. Perkins, Schenectady  

ECO Joshua P. Schneider, Black River  

ECO Dylan K. Schuck, Putnam Valley  

ECO Alexander F. Shea, Eden  

ECO April L. Small, Greene  

ECO Loren W. Traynor, North Bangor  

ECO Joshua K. Veloski, Springville  

  

산림 감시대원  

FR Anastasia E. Allwine, Syracuse  

FR Griggsby T. Cowart III, Cornwall  

FR Jenna K. Curcio, Cranberry Lake  

FR Stephen W. Ellis, Tupper Lake  

FR John S. Gullen, Tupper Lake  

FR Scott A. Hicks, Islip  

FR Steven R. Jackson, Selkirk  

FR Daniel H. Jahn, Warwick  

FR Tyler R. Mitchell, Guilderland  

FR Jacob M. Murphy, West Monroe  

FR John R. Scott, Buffalo  

FR Jacob C. Skudlarek, Randolph  

FR Erin E. Stoddard, Cicero  

FR Cameron J. Sweeney, Kingston  

  



 

 

환경 보존부 Basil Seggos 커미셔너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뉴욕의 환경 보존 

경찰관과 산림 감시대원은 1800년대 후반부터 뉴욕의 환경, 천연자원 및 지역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최전선에서 봉사해 왔습니다. 저는 고귀한 직업을 선택한 경관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의 공기, 육지, 물, 야생 

동물을 계속 지켜줄 것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2020년에 환경 보존부는 이들 공공 보호 부대의 유산을 인정하면서 산림 및 ECO 훈련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올해 초 오스위고 카운티의 전 클리블랜드 

초등학교(Cleveland Elementary School)를 환경 보존부가 인수한 후, 이 시설은 ECO 및 

산림 감시대원을 위한 기초 훈련 아카데미의 미래 본거지가 될 것입니다. 또한 ECO는 

1880년에 뉴욕 최초의 어류 사냥감 보호대원(Fish and Game Protectors) 창립 이후 

140주년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산림 감시대원은 전임 소방 감독관(Fire Wardens)들이 

뉴욕의 애디론댁 및 캐츠킬 숲 보호지를 순찰하기 시작한 지 135년 되는 기념일을 

축하할 것입니다.  

  

처음에 사냥감 보호대원으로 불렸던 ECO는 1880년 최초로 임명되었으며, 사슴 밀렵, 

지역 수로에서 낚시 활동 면허 확인, 기업의 화학 물질 투기 감시 등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2018년, ECO는 21,668건 이상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으며, 20,665건 

이상의 티켓을 발행하였습니다.  

  

Bernard Rivers 환경 보존부 법률 집행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광범위하고 

엄격한 29주간의 교육 과정을 통해 직원들은 일반법 집행 및 환경법 모두에서 다양한 

사건을 다룰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었 습니다. 이러한 남성과 여성은 깨끗한 공기 및 

수질 규정을 시행하고, 어류 및 야생 동물 법률을 지원하고, 주요 환경 범죄를 

조사함으로써 환경 오염으로부터 뉴욕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이 합류하게 되어 자랑스럽고 기쁩니다."  

  

원래 소방 감독관으로 알려져 있는 산림 감시대원은 1885년 산림 보존부(Forest 

Preserve)의 설립으로 창설되었습니다. 산림 감시대원은 국유지 및 국유림을 중점적으로 

보호해야 하고, 이들의 임무는 수색 및 구조, 산불 억제 및 국유지의 안전한 사용에 대한 

일반 대중 교육 등이 있습니다. 2018년, 환경 보존부 산림 감시대원은 346건의 수색 및 

구조 임무를 수행했으며, 총 845에이커를 태운 105건의 산불을 진압하고, 611에이커를 

태우고 복구한 24건의 예정된 산불에 참여했으며, 약 2,354건의 티켓 발행 및 체포로 

귀결된 사건들을 다루었습니다.  

  

Eric Lahr 환경 보존부 산림 보호국(Division of Forest Protection) 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환경 보존부의 산림 감시대원은 뉴욕의 광대한 천연자원과 가까운 곳과 먼 

곳으로부터 오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축하하는 

남성과 여성은 산악 오지와 주 전역의 지역 사회에서 공공 안전을 제공하고 주 환경법을 

http://www.dec.ny.gov/press/118317.html


 

 

시행하는 데 필요한 필수 기술을 배웠습니다. 저는 이들 과 함께 우리의 중요한 사명을 

성취하기를 고대합니다."  

  

졸업생들은 현재 주 전역에서 봉사하고 있는 275명의 ECO와 131명의 산림 감시대원 

대열에 합류하게 됩니다. 가장 최근 기수의 졸업생들은 2016년 실시된 가장 최근 공무원 

시험에서 산출된 합격 점수 및 자격 요건 명단을 기반으로 선발되었습니다. ECO에 대한 

채용 자격을 확인하려면 환경 보존부 웹 사이트 www.dec.ny.gov/about/746.html을 

방문하십시오. 산림 감시대원에 대한 채용 자격은 www.dec.ny.gov/about/732.html에서 

확인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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