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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경  
Robert J. Contee
제6지구

Robert J. Contee III 총경은 워싱턴 DC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Charles Young 초등학
교와 Browne 중학교를 거쳐 Spingarn 고등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는 1989년 11월 

경찰대학 학생으로 수도 경찰국에 입학하여 3년 후 
경찰국의 정규 경찰이 되었습니다. 그는 빠른 승진
을 거듭하여 1997년에 경사가 되었고 2000년에 경
위, 2004년 1월에는 총경이 되었습니다.

Charles H. Ramsey 경찰청장은 그의 노고와 공헌
을 인정하여 2004년 8월 제2지구를 담당하는 총경
으로 승진시켜 경찰국 역사상 최연소 지명 총경이 
되었습니다. 2006년 84월 Contee 총경은 특수 작전
부로 옮겨 전술 순찰, 특별 행사, 교통 안전 등을 감
독하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그의 경력을 통해 Contee 총경은 제3지구의 순
찰 책임자, 제2지구와 교육 아카데미에서 경사로 
임명되는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또한 경
위로서 동부지역 작전 사령부의 제2지구를 담당했
으며 정보부를 지휘했습니다. 제2지구 총경으로 승
진하기 전에는 시에서 일어나는 살인, 성폭력, 기
타 중범죄를 조사하는 강력계 담당 경감으로 일했
습니다.

Contee 총경은 메사추세츠주 보스톤에 있
는 ‘경찰실무연구포럼(Police Executive Research 
Forum)’의 SMIP(Senior Management Institute 
for Police)와 ILEA(Institute for Law Enforcement 
Administration)의 경영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평생 
교육을 신봉하는 경찰로서 그는 조지 워싱턴 대학
(George Washington University)에서 경찰학을 공부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Contee 총경은 경찰국에서 가장 지위가 높
은 경찰대학 학생이며 현재 사우스이스트 DC의 제
6지구 총경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장

Wallace L. Bradford
수도 경찰대학

Wally Bradford 경장(SPO)은 1965년 6월 
경찰대학 최고 과정의 구성원으로서 
MPD에 합류했습니다. 당시 최초의 
연봉은 $3,680였습니다. 경찰대학 학

생으로서 Bradford 경장(SPO)은 영업차량단속반, 영
장반, 차량반, 제12지구, 서장실 등에서 근무했습니
다. 그는 또한 경찰대학에 다녔으며 경찰 무선 송출 
담당자로 일했습니다.

Bradford는 1968년 8월 정규 경찰이 되었으며 제
12지구(제5지구 뒷부분)으로 발령되어 도보 순찰
자, 정찰 차량 담당자, 순찰 시스템 담당자로서 일했
습니다.

1972년에 Bradford 경장(SPO)은 승진 시험에 합격
하여 경사가 되었으며 8월에 경사가 된 최초의 경찰
대학 학생이 되었습니다. 같은 해 8월에는 일등경사
로 진급했고 25세 생일로부터 며칠 후에 당시 MPD
에서 최연소 승진 경사가 되었습니다.

경사가 된 후 제1지구에 배치되어 그 후 19년을 
그곳에서 근무했습니다. 제1지구에서 근무하는 동
안 Bradford 경장(SPO)은 세 개 부문에서 일하면서 
워싱턴에서 “Beat 26”이라고 하는 최초의 지역공동
체 치안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구현했습니다. Beat 26
에는 지역사회 뉴스레터, 전화망, 블록 캡틴(Block 
captain) 프로그램이 포함됩니다.

1991년 화려한 은퇴식을 치르며 은퇴한 Bradford 
경장은 1994년 MPD의 신규 경찰에게 다양한 기술
과 프로그램을 교육한 최초의 경장으로서 경찰국
에 복귀했습니다.  그는 2001년 경찰이 해산 방지책
(Sleeping Dragons)으로부터 저항자들을 빼내려 할 때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치인 “Wally Board”를 
발명하여 유공훈장을 받았습니다. 이 장치는 이제 
미국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의 
국내 준비 교육 자료에 통합되었습니다.

수도 경찰국의 일원으로서 Bradford 경장(SPO)은 
대통령 취임식 및 장례식, 시위, 불꽃놀이 행사, 기타 
세계 역사의 중요 행사를 함께 목격해왔습니다. 수
도 경찰국의 구성원이 되는 것은 단순한 직업이 아
니라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의 최일선 참여
자”가 되는 것입니다.

경찰대학 학생 프로파일 경찰대학 학생 프로파일



경찰대학 학생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
하여 미국의 수도에서 역사의 증인이 
되십시오.

안정적이고 존경 받는 전문직에서의 진정한 보람을 

찾아 보십시오. 영원히 기억에 남을 것을 것입니다!

경찰대학 학생 교육 프로그램은 수도 경찰국에
서 경력을 쌓으려는 17세 ~ 21세의 자격을 갖춘 개
인에게 법집행 기관의 교육 및 경험을 제공하고 있
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수도 경찰관 채용 프로그램
에 지원하려는 후보자를 준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
니다.

혜택
포괄적인 혜택 패키지 내용:

• 최초 연봉 $25,315–$33,055
• University of the District of Columbia에서의 전과
정 수업료
• 치과 및 건강보험 혜택
• 연례 휴가 및 병가

또한 경찰대학 학생은 경찰국의 일상적 업무 수

행과 부서 전체 및 특수 부서에서의 임시 업무를 통

해 다양한 전통을 익히게 됩니다.  경찰대학 학생은 

지역사회 정찰 활동에 참여하며 워싱턴 DC의 시민 

및 관광객을 상대로 업무를 수행합니다.

최소 요건:
경찰대학 학생 교육 프로그램 지원 자격:

• 워싱턴 DC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거나 졸업했으며 
워싱턴 DC에서 발행한 졸업장 또는 GED 소지
• 17세 ~ 21세의 연령이며 고등학교에 다니는 졸업반 
학생(고용 시점에 21세 미만이어야 함)
• 의학 진단, 약물 검사, 심리 검사 등을 포함한 종합
적인 배경 조사에 통과
• 20/100 이상의 시력, 양쪽 교정 시력 20/30
• 유효한 운전 면허증 소지 또는 취득
• 프로그램에 참여
하기 전에 허용되는 
수준의 고등학교/대학 
학적부 기록 소지
• University of the 
District of Columbia에
서 실시하는 대학 능
력 시험에 합격
• 체력 검사 표준에 
부합
• 높은 윤리성 소유

상세 내용 수령 희망

경찰대학 학생 교육 프로그램에 대
해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습니다

입학 지원
아래 양식을 작성하면 수도 경찰대학의 담당자가 

연락하여 경찰대학 학생 교육 프로그램의 지원 자격

에 대해 상담을 해드립니다.

이름 [Name]

번지 수 [Number] 거리 [Street] 아파트 # [Apt. #]

집 전화번호 [Home Phone] 사무실 전화번호 [Work Phone]

휴대폰 [Cell Phone]  기타 전화번호 [Other Phone]

이메일 주소 1 [E-Mail Address 1]

이메일 주소 2 [E-Mail Address 2]

워싱턴 DC의 이 고등학교에 재학 또는 졸업  
[I Attend or Graduated from This DC High School]

졸업일(또는 졸업 예정일) 
[Graduation Date (or Expected)]

생년월일 [Date of Birt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