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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여성 순찰관 확대를 위한 뉴욕주 경찰의 노력 발표  

  

뉴욕주 경찰은 2030년까지 여성 경찰 모집을 30 퍼센트가지 확대하기 위해 "30X30" 

약속에 서명  

  

다양성 확대를 위해 도입된 NYSP 재구상 채용 프로그램을 강화하려는 노력  

  

NYSP 순찰관 임관 시험 접수 기한은 4월 10일  

  
  

여성 역사의 달(Women's History Month)을 맞아,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경찰(New York State Police, NYSP)이 전국의 경찰청과 함께 "30x30 약속(30x30 

Pledge)"에 조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주 경찰 소속 여성 비율을 

확대하여 사법 집행 부문에서 여성의 경험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이러한 약속의 

핵심은 2030년까지 여성 채용을 30%까지 확대하여 사법 집행 기관이 진정한 의미에서 

관할 지역과 지역사회를 대변할 수 있도록 하는 일입니다. 이번 약속은 구성원 다양화를 

위해 뉴욕주 경찰이 추진하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찰의 업무는 공공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사법 

집행 기관이 지역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지역사회와의 강한 연대감을 가질 때 비로소 

기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 경찰은 여성 두 명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100년 전에 창설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유산을 계승하여 계속 우리의 시스템이 

다양성을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께 이번 

기회를 활용하여 사법 집행 커뮤니티에 합류하고 이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기를 당부합니다."  

  

Kevin P. Bruen 뉴욕주 경찰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기관이 미래에 성공을 

거둘수 있을지는 가장 재능이 있고 다양한 사람들을 뉴욕주 순찰관으로 모집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기타 수십 곳의 사법 집행 기관과 함께 30x30 이니셔티브(30x30 

Initiative)를 추진하게 되어 기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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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도하는 노력입니다. 이들은 미국 전역에서 다양한 수준의 정책 부문에서 여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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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교 법학대학(NYU School of Law)의 정책 프로젝트(Policing Project)와 전국 여성 

사법 집행 대표자 연합(National Association of Women Law Enforcement Executives, 

NAWLEE) 소속입니다.  

  

뉴욕 경찰(NYPD)을 포함한 전국 150개 이상의 경찰청이 30x30 약속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30×30 약속에 참여한 기관은 다음을 추진합니다.  

• 사법 집행 기관의 모든 수준에서 여성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조치 시행.  

• 정책 및 절차에 모든 종류의 편견이 개입되지 않도록 보장.  

• 여성 경관에게 평등한 임관, 유지, 승진 보장.  

• 여성을 포용하고 존중하며 지원하는 문화를 사법 집행 모든 수준 직무에서 보장.  

  

전국적으로 임관 선서를 한 사람의 12 퍼센트가 여성이고, 뉴욕주 경찰의 여성 비율을 

11.6 퍼센트입니다.  

  

무엇보다 주 경찰국(Division of State Police)은 Moyca Newell과 Katherine Mayo라는 두 

명의 여성의 노력으로 창설되었습니다. 1913년 건설 현장의 인부가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에서 발생한 강도 사건으로 인해 살해당했습니다. 지방 경찰청이 당시 없었기 

때문에, 살해범은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그의 고용주였던 Newell과 그의 친구인 Mayo가 

뉴욕 외곽 지역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주 경찰청 창설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1917년 4월 11일 뉴욕주 의회는 주 경찰국 창설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1974년 최초의 여성 순찰관 네 명이 뉴욕주 경찰 학교(NYS Police Academy)를 

졸업했습니다.  

  

주 경찰은 현재 뉴욕주 순찰관이 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인 임관 시험을 위한 채용 

캠페인의 일환으로 30x30 약속에 서명했습니다. 더욱 다양한 인재를 모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주 경찰은 최초로 컴퓨터로 시험을 치르도록 제도를 변경했으며, 이를 

통해 접근성이 개선되었습니다. 뉴욕주의 54개 시험장, 미국 전역의 250개 장소, 전 

세계의 112개 부대 시설에서 시험을 진행합니다. 지원자들은 시험에 응시할 장소와 

시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 경찰은 또한 더욱 많은 여성 및 소수자 후보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모집 

프로그램을 변경했으며, 주 전역의 지역사회 지도자들과 만나 더욱 생산적이고 장기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뉴욕주 순찰관 임관 시험(NYS Trooper Entrance Exam)의 등록 기한은 2022년 4월 

10일입니다. 더욱 자세한 정보는 주 경찰 모집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joinstatepolice.ny.gov/  
  

###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joinstatepolice.ny.gov%2F&data=04%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305c30bcadd449802c5808da0cf24077%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836531853263955%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sdata=ewxRXpw%2Bj6kuBRrM51UsU2RUL8UMesGT5j%2FijbMF9t4%3D&reserve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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