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2년 7월 6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사법집행 공공 커리어 입문을 위한 시험 신청 시작 발표  

  

내년 DEC, 주립공원, SUNY에서 근무할 약 400개의 하위 직급의 사법집행 공무직 모집  

  

시험 등록은 8월 3일까지 온라인 접수  

  

공공 안전 유지 및 사법집행 공무직 다양성 확충에 대한 주지사의 공약에 이은 발표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의 하위직 사법집행 공무원 시험 접수가 

시작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C), 주립공원, 레크리에이션, 역사보존청(Office of State Parks, Recreation, and 

Historic Preservation), 뉴욕 주립 대학(State University of New York, SUNY)에서 

근무할 인력을 충원하는 시험은 가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등록 자격을 충족한 

신청자는 온라인 으로 2022년 8월 3일 수요일 동부표준시(EST) 11:59까지 시험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뉴욕 주민에게 다음 세대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험은 우리 주의 공원, 대학교, 기타 기관을 보호하는 중요한 직책을 포함해, 무엇보다 

뉴욕 주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인재를 충원합니다. 공공 안전 유지 및 직원 다양화에 대한 

제 행정부의 지속적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는 모든 배경을 가진 뉴욕 주민들이 공공 

서비스 부문에서 유의미한 커리어를 목표로 삼고 이번 시험에 등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위직 사법집행 공무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에 대한 최소 

자격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며, 8월 3일까지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출하여 여기에서 

시험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객관식 시험은 가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뉴욕주 하위직 

사법집행 공무원 시험 등록 자격이 있는 모든 신청자는 필기 시험일 약 2주 전에 우편 

통지를 받게 됩니다. 지원자들은 통지에서 시험 장소와 일정, 기타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들은 또한 시험 전 대면 필기 시험에 대한 최신 코로나19 규정 등을 

비롯한 알림 이메일을 받게 됩니다.  

  

하위직 사법집행 공무원 시험은 각 기관에서 다음 직위에 근무할 인재를 충원합니다.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cs.ny.gov%2Fpolice%2F&data=05%7C01%7CViktoryia.Baum%40otda.ny.gov%7C39541298773a4642a47a08da5f72110e%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27240880983130%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ygm1VNqombK%2FubF0IoprD61p9THf9iNUPY6KHBgqfE4%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cs.ny.gov%2Fpolice%2F&data=05%7C01%7CViktoryia.Baum%40otda.ny.gov%7C39541298773a4642a47a08da5f72110e%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27240880983130%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ygm1VNqombK%2FubF0IoprD61p9THf9iNUPY6KHBgqfE4%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cs.ny.gov%2Fpolice%2F&data=05%7C01%7CViktoryia.Baum%40otda.ny.gov%7C39541298773a4642a47a08da5f72110e%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27240880983130%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ygm1VNqombK%2FubF0IoprD61p9THf9iNUPY6KHBgqfE4%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cs.ny.gov%2Fextdocs%2Fpdf%2FCOVID19VaccinationTestingScreeningProceduresCandidates.pdf&data=05%7C01%7CViktoryia.Baum%40otda.ny.gov%7C39541298773a4642a47a08da5f72110e%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27240880983130%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2BDZxp18%2FLd%2FH6qpfDKLCciQQ%2FTHv4F7YYrnDm%2Bvu%2FMk%3D&reserved=0


• DEC - 환경 보존 경찰관 훈련생(Environmental Conservation Police 

Officer Trainee) 1 & 삼림 감시대원(Forest Ranger) 1  

• 주립공원 - 공원 경찰관 훈련생(Park Police Officer Trainee)  

• SUNY - 대학교 경찰관(University Police Officer) 1  

  

시정부(Department of Civil Service, DCS)는 다음 해 주 전역에서 근무할 약 400명의 

하위직 사법집행 공무원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이번 시험은 또한 지자체 경찰 및 보안관 사무실에서 근무할 지역 시험으로도 활용될 

것입니다. 지자체 경찰 및 보안관 사무실 근무에 관심이 있는 지원자는 직접 지방 시정 

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방 하위직 사법집행 공무원 시험 목록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Timothy Hogues 시정부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정부는 하위직 사법집행 

공무원 시험을 시행하여 경찰직이라는 뉴욕주 공무직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훌륭한 기회를 제공하게 되어 기쁩니다. 이번 시험은 뉴욕주의 아름다운 공원 순찰, 뉴욕 

수로 항해 순찰, 대학 캠퍼스 보호 등 중요한 공무직에서 근무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시정부는 파트너 기관과 협력하여 광범위하게 경찰 인력을 모집하고 다양하고 재능 

있는 지원자를 유치하게 되어 기쁩니다. 뉴욕주 공무직은 공적 기여의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공무원으로서 의료 헤택을 비롯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 오늘 시험에 응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Roberta Reardon 뉴욕주 노동부(Department of Labor)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뉴욕 주민들이 DEC, 주립공원, SUNY의 사법집행 

공무직을 포함해 자신이 좋아하는 일자리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사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은 놀라운 커리어로 이어질 수 있는 열린 문입니다. 저는 

뉴욕 주민들께 뉴욕주 시정 시스템 내의 수천 개의 일자리를 진지하게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Basil Seggos 환경보존부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DEC는 현재 진행 중인 두 

개의 프로젝트를 포함해 주 전역의 지역사회에 다가가고 학교를 설립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뉴욕의 환경 보존 경찰관 및 삼림 감시대원 등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번 시험은 

모든 사람들이 각기 다른 배경에 상관 없이 뉴욕의 환경과 공공 안전 보호의 최전선에서 

근무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DEC는 고용 과정에서 다양성, 평등, 포용을 강화하여 

우리의 삼림 대원 및 경찰관들이 뉴욕 주민의 다양성을 대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Erik Kulleseid 주립공원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공원 경찰은 우리 

주의 자연과 유적을 보호하고 수백만 명이 뉴욕 주립공원을 방문해 즐겁고 안전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저는 사법집행 공무직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이 

시간을 내어 주립공원 경찰에 지원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cs.ny.gov%2Fpolice%2Flocal-exam-list.cfm&data=05%7C01%7CViktoryia.Baum%40otda.ny.gov%7C39541298773a4642a47a08da5f72110e%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27240880983130%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S9jqhD22e%2FaoFwcxGPayKY95Tw7BO9jN9bwTqfjCbog%3D&reserved=0


Deborah F. Stanley SUNY 임시 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법집행 단위는 

지역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SUNY는 모든 배경의 사람들이 이러한 

필수적 일자리에 지원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SUNY는 역사 상 처음으로 여성 

경찰청장을 임명하했으며, 이것은 기관 다양화 뿐 아니라, 다양한 목소리 반영을 위한 

커다란 진전입니다. 우리는 모두 공무원 시험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께 응시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학생과 지역사회를 보호해주신 사법집행 공무원들과 

협력을 기대하겠습니다."  

  

5월 Hochul 주지사는 발표 를 통해 DEC와 주립공원이 전국적인 "30x30 플레지(30x30 

Pledge)"에 참여하여 더욱 많은 여성을 경찰 직무에 배정하여 다양성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여성 순경의 수를 늘리겠다는 뉴욕주 경찰의  당초 공약 에 이어 

발표되었습니다. 30×30 이니셔티브의 궁극적 목표는 2030년까지 여성 채용을 30%까지 

확대하여 사법 집행 기관이 진정한 의미에서 관할 지역과 지역사회를 대변할 수 있도록 

하는 일입니다. 여성, 퇴역군인을 비롯해 역사적으로 소외된 지역사회 출신인 뉴욕 

주민은 이번 시험에 등록하여 공공 부문 커리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초급 사법 집행 시험 시행의 일환으로, 뉴욕주는 소셜 미디어 캠페인을 주 전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웹 컨텐츠, DCS가 제공하는 정보 웨비나 등을 통해 시험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시험 준비를 위한 가이드 등 캠페인 내용 및 추가 정보는 www.cs.ny.gov/police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 공무원의 직무 및 공공 부문 커리어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시정부 웹사이트 방문 

또는 페이스북(Facebook), 트위터(Twitter), 링크드인(LinkedIn)에서 시정부를 팔로우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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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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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governor.ny.gov%2Fnews%2Fgovernor-hochul-announces-dec-state-parks-commitment-add-more-women-ranks-forest-rangers&data=05%7C01%7CViktoryia.Baum%40otda.ny.gov%7C39541298773a4642a47a08da5f72110e%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27240880983130%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whV7ZpS9QyzQxfbne%2F1652d4ElxLZW2qv1tiCbrUP6E%3D&reserve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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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CViktoryia.Baum%40otda.ny.gov%7C39541298773a4642a47a08da5f72110e%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27240880983130%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d4k4MMXJuyuUsFK0aXsO7MkgY48Lz59cUk1OqymuXt8%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3A%2F%2Fwww.cs.ny.gov%2Fpolice&data=05%7C01%7CViktoryia.Baum%40otda.ny.gov%7C39541298773a4642a47a08da5f72110e%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27240880983130%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bjphrBr%2FB%2FIkgu1%2BZyF9ihGlNYJg9S9B4EXleb0LUls%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cs.ny.gov%2Fjobseeker%2F&data=05%7C01%7CViktoryia.Baum%40otda.ny.gov%7C39541298773a4642a47a08da5f72110e%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27240880983130%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nG3YD5nV7a0uNHeU4wPpK4HIZ2haDGPXXgS6eajta%2Fg%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facebook.com%2Fnyscivilservice&data=05%7C01%7CViktoryia.Baum%40otda.ny.gov%7C39541298773a4642a47a08da5f72110e%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27240880983130%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syqQrHK1yeHpeTsgrk%2Bet5zSyybqTt98vMkEPtcJDXg%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facebook.com%2Fnyscivilservice&data=05%7C01%7CViktoryia.Baum%40otda.ny.gov%7C39541298773a4642a47a08da5f72110e%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27240880983130%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syqQrHK1yeHpeTsgrk%2Bet5zSyybqTt98vMkEPtcJDXg%3D&reserve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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