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관

VICTORIA POLICE 는 경찰관의 역할을 수행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경찰관은 다양하고 도전적인 임무를 수행합니다. 
경찰은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범법자들을 찾아 
체포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일합니다.

여러분의 첫 차출 훈련 후에 수습 경찰로서 
Victoria Police 와 함께 업무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역할이 확정되기 이전에 2 년 동안 
일반 임무 결찰관으로서 훈련을 강화하고 
경험을 쌓게 됩니다. 

일반 임무 경찰관은 보고할 범죄 혹은 대중의 
필요가 있을 때 현장에 먼저 도착하며 일주 7 일 
하루 24 시간 빅토리아주 지역사회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부분의 Victoria Police 경찰관은 일반 임무 
경찰관으로 일하지만 많은 특수 역할도 있는데 
이는 좀더 훈련이 필요합니다. 대개 최소한 4년간의 
일반 임무 경험이 필수 요건이 됩니다.



일반 임무 경찰관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아래 목록은 일반 임무 경찰관으로서 관리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들입니다.

• 사회적 행동 방지
• 지역사회 안전 우려사항 다루기
• 분쟁 해결
• 사고 현장 참석

• 범죄 수사
• 교통 법규 집행
• 약물과 음주 영향 하에 있는 사람 다루기
• 중대 사고 및 위급 상황 참석

여러분은 참석한 대부분의 상황에 대해 서류작업을 제출해야 하며 이는 각 교대근무 시에 수행하는 임무의 
지속적인 일지인 업무 기록 용지 보관을 포함합니다. 여러분은 또한 법정에 대비한 서류도 준비하고 
이후에 증거 제시를 위해 공판에 참석해야 합니다.

내가 경찰관이 될 자격을 갖추고 있나요?

Victoria Police 를 위한 경찰관으로 일할 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호주 시민권 혹은 호주 영주권을 소지

신원에 이상이 없어야 합니다
Victoria Police 는 선정 과정 동안 경찰관 신청자들에 대해 광범위한 배경 점검을 실시합니다. 
Victoria Police 내력 안내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위한 사이트  
http://www.policecareer.vic.gov.au/police/forms-police

참조: 여러분의 내력이 신청에 영향을 미칠 것에 대해 우려를 한다면 신청 이전에 Victoria Police 채용 지점에 자발적 미공개 양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양식 다운로드를 위한 사이트: http://www.policecareer.vic.gov.au/police/forms-police

최소 의료 요건 충족
여러분은 해당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Victoria Police 의료 정책 하의 최소 의료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Victoria Police 의료 안내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위한 사이트: 
http://www.policecareer.vic.gov.au/police/forms-police

참조: 기존 질환이 여러분의 신청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을 경우 신청 이전에 평가를 위한 Victoria Police 의료 자문 
부 서에 질환에 대한 사전 문의 양식을 제출할 수 있습니대한 다운로드: http://www.policecareer.vic.gov.au/police/forms-police

양호한 영어 의사소통 기술 보이기
경찰 지원자로서 보여야 할 기본 기술 중 하나는 영어로 의사소통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는 영어로 읽고, 쓰고, 읽고 말로 의사소통을 하는 능력이 업무 상황에서 역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수준임을 의미합니다. 

참조: Victoria Police 는 또한 일반 대중에게 영어가 아닌 언어로 소통하고 정보를 영어로 보고할 수 있는 이중 언어 의사소통 능력을 
가진 지원자에게 특히 관심을 가집니다.

21세 미만일 경우 교육 자격증 증빙 서류 제공
21세 미만일 경우, 피고용인 오리엔테이션 이전에 Victorian Certificate of Education (VCE) 혹은 
이에 상응하는 자격증 (Senior Level Victorian Certificate of Applied Learning (VCAL) 채택 가능)을 
취득했어야 합니다.

빅토리아주 운전 면허증 소지
여러분은 오리엔테이션 시에 현행 빅토리아주 운전 면허증을 보유해야 합니다. 면허증이 타주 혹은 
해외용일 경우, 오리엔테이션 이전에 빅토리아주 면허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위한 사이트 www.policecareer.vic.gov.au/police

경찰관이 되기 위한 신청 이전에 고려해야 될 기타 중요한  
정보가 무엇인가요?

•  경찰관으로서 여러분은 다양한 교대근무를 하면서 2 주에 80 시간을 일함으로써 Victoria Police 가 
일주일에 7 일 매일 24 시간 빅토리아주 지역사회의 필요에 부응하도록 합니다.

•  경찰관으로서 여러분은 갈등 상황과 난폭한 범법자들 그리고 약물과 알코올에 취한 사람들과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  경찰관으로서 여러분은 빅토리아주의 법규를 지키기 위해 개인적 종교적 정치적 견해를 보류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경찰관으로서 여러분은 무기를 소지해야 됩니다.

•  경찰관으로서 여러분의 비번 및 근무 시의 행동이 자신과 Victoria Police 에 반영될 것입니다. 
이 행동은 높은 수준이어야 하고 Victoria Police 의 가치를 반영해야 합니다.

•  경찰관으로서 여러분은 Victoria Police 가 결정하는 대로 빅토리아주 내의 어떠한 장소에서든지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  경찰관으로서 여러분은 피고용인 오리엔테이션 이전에 응급조치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며 
이는 아카데미 훈련 이후 12 개월 동안 유효합니다.

경찰관을 위한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인으로서 Victoria Police 고용을 위한 선정 이전에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단계 1 www.policecareer.vic.gov.au 를 통해 온라인 신청서를 제출

단계 2 시험을 치름

단계 3 기본 배경 점검을 거침

단계 4 체력 검사

단계 5 심리 검사

단계 6 신체 검사

단계 7 광범위한 배경 점검

단계 8 패널 인터뷰



 

봉급과 경찰관의 혜택은 어떤가요?

• 훈련 첫 날부터 경쟁력 있는 기본 봉급

• 연간 봉급 인상 및 추가적 교대근무 수당

•  9 주간 휴가 (여가 휴가 5 주, 공휴일을 대신한 2주, 누적된 휴식 10 일)

• 국방 휴가

• 출산 휴가

• 학업 휴가

• 장기근무 휴가

• 유니폼 제공

• 직업 안정

경찰관으로서 어떤 훈련을 받게 되나요?

Victoria Police 에 고용된 후 첫 2 년 동안 받게 될 훈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에서 12 주차
Victoria Police 아카데미에서 법률, 의사소통 기술, 연습 및 작전 안전 훈련 (무기 훈련 
포함) 등. 12 주가 끝나면 정식 취임.

13 주에서 33 주차
Victoria Police 아카데미에서 훈련 계속. 경찰서 및 안전한 거리 업무 수행 훈련 포함. 
여러분의 임무는 지식과 기술 그리고 경험이 쌓이면서 확장됩니다.

34 주에서 52 주차
지정된 훈련 근무장에 배치, Road Policing Drug and Alcohol Section (RPDAS - 
Booze Bus) 및 (유치장이 포함된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죄수 관리 배치 포함.

53 주에서 104 주차 임명 확정: 일반 임무 경찰관으로서 훈련소 배치, 차후 완성할 업무 과제 (OJT) 부여

이 기간이 끝나갈 때 대중 안전 디플로마 (경찰업무)의 모든 요건을 완성한 경우, 경찰관으로서의 역할이 
확정되고 디플로마 자격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초기 훈련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Victoria Police 경찰관으로서 여러분은 전 경력에 걸쳐 특정한 업무 
훈련을 지속적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십니까?
방문: http://www.policecareer.vic.gov.au/police/forms-police

혹은 이메일로 문의: rsbmarketing@police.vic.gov.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