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년 8월 25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환경 보전 경찰관 및 삼림 감시대원 최근 졸업생 명단 발표  

 

신병 40명, DEC 제복 경관 기초 학교 21기 졸업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환경 보존 경찰관 31명과 산림 감시대원 9명이 

뉴욕주 환경보전부(Stat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제 21기 제복 

경관 기초 학교를 졸업하였음을 발표했습니다. 40명의 새로운 경찰관은 오늘 8월 25일 

금요일, 풀라스키(Pulaski) 칼레 극장(Kallet Theater)에서 정식으로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찰관 및 산림 감시대원들은 뉴욕주 환경 

보호의 최전선에 있으며, 과정 졸업자가 추가됨에 따라 뉴욕 주민 및 방문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계속해서 천연 자원과 야생 동물 보호를 최우선 순위로 둘 

것입니다. 뉴욕주의 다채로운 환경 관리의 전통을 지키고, 다가올 세대를 위해 시민과 

자연을 보호함으로써 우리 주에 봉사할 신병들의 졸업을 축하합니다.”  

 

기초 학교는 살몬 강(Salmon River)을 따라 위치한 오스위고 카운티 풀라스키 소재 공공 

안전청 훈련 학교(Office of Public Protection's Training Academy)에서 열렸습니다.  

 

훈련은 2월 12일 시작되어 28주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훈련 및 교과과정은 환경 보전 

법률, 형사 소송 절차, 차량 및 교통 법규, 체력 단련, 총기 훈련, 야생동물 식별, 긴급 

차량 조작, 수색 및 구조, 지상 항법, 보트 조종 및 산불 진화 등입니다.  

 

Basil Seggos DEC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헌신적인 남녀 경찰관 

덕분에 뉴욕주의 환경과 천연 자원이 보다 훌륭히 기능하고 보호됩니다. 새로운 

ECO(Environmental Conservation Officer)는 뉴욕주의 공기, 토지, 수자원 및 

야생동물의 건강을 보호합니다. 새 산림 감시대원은 500만 에이커 이상의 국유지를 

산불로부터 보호하고, 주 전역에서 수색 및 구조 임무를 수행합니다. 이번 졸업생들은 

뉴욕주 전역의 산림 감시대원과 ECO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헌신적인 대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초 학교 21기 졸업생:  

 

환경 보존 경찰관  

ECO Sara G. Barrett, 펠프스, NY  

ECO Aaron J. Bonilla, 노스 시러큐스, NY  

ECO Taylor M. Della Rocco, 베른, NY  

ECO Brendan P. Dickson, 이스트 쿼크, NY  

ECO Shane T. Dobies, 캐넌다이과, NY  

ECO Connor A. Dodge, 노스 토나완다, NY  

ECO Jeremy M. Fadden, 레이크 플래시드, NY  

ECO Ryan T. Grogan, 허키머, NY  

ECO Joshua P. Harvey, 워나케나, NY  

ECO Corey J. Hornicek, 호튼빌, NY  

ECO Jacob A. Jankowski, 던커크, NY  

ECO Joshua T. Jarecki, 클레이빌, NY  

ECO Jeffrey P. Johnston, 워민스터, PA  

ECO Robert M. Kaufherr, 센테리치, NY  

ECO Ryan W. Kelley, 폴 스미스, NY  

ECO Zachary M. Kochanowski, 워터빌, NY  

ECO Amanda M. Lerch, 딕스 힐스, NY  

ECO Robert J. McCabe, 웨이딩 리버, NY  

ECO Adam L. Muchow, 클래런스, NY  

ECO Nicholas G. Nicholas, 존스타운, NY  

ECO Dustin T. Osborne, 사우스 뉴 베를린, NY  

ECO Daniel R. Plows, 브룩필드, NY  

ECO Zachary T. Prentice, 오번, NY  

ECO Sean W. Rockefeller, 올린, NY  

ECO Matthew S. Rutherford, 애버릴 파크, NY  

ECO Chloe S. Swansen, 퍼트넘 밸리, NY  

ECO Matthew T. Thibodeau, 포트 에드워드, NY  

ECO Kevin N. Wamsley, 파인 플레인스, NY  

ECO Ryan W. Wing, 마운트 비전, NY  

ECO Max D. Woyton, 네이플스, NY  

ECO Michael Wozniak, 랭커스터, NY  

 

산림 감시대원  

FR Calee C. Baker, 워렌스버그, NY  

FR Mark A. Brand, 버펄로, NY  

FR Richard D. Franke, Jr., 리버티, NY  



 

 

FR John T. Gagne, 라운드 탑, NY  

FR Lincoln N. Hanno, 캐스톨랜드, NY  

FR Matthew S. Hettenbaugh, 체리 크릭, NY 

FR Patrick L. Lee, 로우빌, NY  

FR John J. Rusher, IV, 톰스 리버, NJ  

FR Ryan A. Wickens, 제네바, NY  

 

원래 게임 프로텍터(Game Protectors)라고 불렸던 ECO는 1880년 최초로 

임명되었으며, 사슴 조사, 지역 수로에서 낚시 면허 확인, 기업의 화학물질 투기 감시 

등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2016년, ECO는 주 전역에 걸쳐 26,400건의 신고 전화에 

대응하여, 사슴 밀렵에서부터 기업의 화학물질 투기 및 불법 채광, 암거래 시장의 

애완동물 거래 및 배출량 초과 위반에 이르는 범죄 22,150건에 범칙금을 부과했습니다.  

 

Joseph Schneider DEC 사법집행부(Division of Law Enforcement) 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880년 이래로, 사법집행부의 임무는 그 어느 때보다 뉴욕주의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호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몬타우크 포인트(Montauk 

Point)와 버펄로시에서부터 애디론댁 산림의 깊숙한 곳에 이르기까지, 청정 공기 및 

수질 관리 규정을 시행하고, 어류 및 야생 동물법을 지원하며, 대규모 환경 범죄를 

조사하거나 고형 폐기물 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ECO는 환경 오염 및 착취로부터 뉴욕 

주민들을 보호해 왔습니다.”  

 

원래 소방 감독관(Fire Wardens)으로 알려져 있는 산림 감시대원은 1885년 

산림보존부(Forest Preserve)의 설립으로 창설되었습니다. 이들은 국유지 및 국유림을 

중점적으로 보호하고 있으며, 임무에는 수색 및 구조 임무, 산불 억제 및 국유지의 

안전한 사용에 대한 대중 교육 등이 있습니다. 2016년, DEC 산림 감시대원은 356건의 

수색 및 구조 임무를 수행했으며, 총 4,191에이커를 태운 185건의 산불을 진압하였고, 

약 3,000건의 티켓 발행 및 체포로 귀결된 사건들을 다루었습니다.  

 

Eric Lahr DEC 산림보호부(Division of Forest Protection) 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들 남녀 감시대원에게 뉴욕주의 방대한 천연 자원과 수백만 에이커의 국유지 및 

공유지 보호를 위임하였습니다. 날씨, 지형 또는 시간과 상관 없이, 산림 감시대원은 

불법 공유지 이용을 막고, 산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며, 오지에서 부상당한 야외 휴양객 및 

방문객들을 구출하고, 산불로부터 산림을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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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열에 합류하게 됩니다. 가장 최근 기수의 신병들은 2013년 실시된 최근 공무원 

시험에서 산출된 합격 점수 및 자격 요건 명단을 기반으로 선발되었습니다.  

  

뉴욕주 ECO의 직무 자격을 확인하시려면, DEC 웹사이트의 환경 보존 경찰관 직무 

설명 웹페이지 www.dec.ny.gov/about/746.html를 방문하세요. 산림 감시대원 직무 

http://www.dec.ny.gov/about/746.html#_blank


 

 

자격은 산림 감시대원 직무 자격 웹페이지 www.dec.ny.gov/about/732.html를 

확인하세요.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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