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

워싱턴 특별 행정구

중재란 OPC에 부당행위 신고가 접수되었
을 때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절차 중
하나입니다. 신고 처리 중 어떤 시점에서든

경찰 부당행위

지 OPC는 중재에 해결을 의뢰할 수 있습니
사무실 위치:

다
중재는 신고자와 해당 공무원이 직접 마주

OPC의 주소는 14th Street, NW이며, 워싱턴 D.C.

앉아 비공개적으로 갖는 회의로서 이러한

다운타운 14th와 I Street 남서쪽 모서리에 위치해

중재 절차에 훈련을 받은 제 삼자가 중립적

있습니다.

입장에서 회의를 주도합니다.
중재의 목표는 당사자들이 절충하여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안을 찾고 동시에 공무원
들과 시민들 사이에 상호 이해를 제고하는

커뮤니티 교육

메트로 레일이나 메트로 버스를 이용:
OPC 사무실은 팩피어슨 스퀘어 메트로 정거장
14th Street 출구로 나와 앞에 있는 건물 안에 있습
니다. 맥피워슨 스퀘어는 메트로 블루와 오렌지
라인을 타시면 됩니다.
메트로버스 노선은: 54, 80, S2, and X2.

OPC의 임무 중 하나는 워싱턴 특별 행정구
지역사회에 본 기구의 존재와 그 목표를 알
리고, MPD나 DCHAPD 경찰들의 부당행
위에 관하여 불평을 신고하는 절차를 알려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을 제고하는 방
안으로 OPC는 각종 커뮤니티 교육 활동을
통하여 OPC 담당자들홍보를 하고 있습니
다.
OPC 담당자가 커뮤니티 행사에 참여하여
설명회를 갖기를 원하시거나 개인적으로
정보 책자를 얻기 원하시면 OPC에 연락하

1400 I Street, NW
Suite 700
Washington, DC 20005
전화: (202) 727-3838
팩스: (202) 727-9182
24시간 무료 전화 핫라인
(866) 588-0569

경찰 부당행위 신고 사무실 (OPC)은 독립적인 워

신고서 기입 사항

싱턴 특별 행정구 기구로서 메트로폴리탄 경찰
국 (MPD) 과 디씨 주택국 경찰국 (DCHAPD) 소
속 경찰들을 상대로 부당행위를 신고할 때 공정

아래와 같은 정보를 포함하여 가능한 많은 정

하고 중립적인 검토와 해결을 해주는 곳입니다..

경찰 부당행위 신고 방법

OPC의 권한

신고서나 정보 안내지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OPC는 MPD와 DCHAPD 경찰의 공권력 남
용 신고를 시민들로부터 접수하고, 조사하고
해결하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공권력 남용의 예로는:

• 괴롭힘
• 불필요한 또는 과도한 제압
• 모욕적인, 차별적인, 자존심을 상하게 하
는 언어 사용

• 차별 대우

보를 신고서에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 사건 요일, 날짜. 시간, 그리고 정확한 장
입수하십시오:

소.

• 경찰관의 이름, 배지 번호, 생긴 모습.

• OPC를 직접 방문 월요일에서 금요일, 8:30
am에서 5:00 pm사이:
1400 I Street, NW, Suite 700
Washington, DC 20005

• 증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 사건에 연루된 자동차나 자동차 번호판
• 그밖에 도움이 되는 또는 관련된 증거. 예
를 들면 위반 티켓, 경찰보고서, 사진, 의료

• OPC로 전화 (202) 727-3838
• OPC의 24시간 무료 핫라인 (866) 588-0569

신고 처리 절차

• OPC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 행위

• OPC 웹사이트 방문
www.policecomplaints.dc.gov

기입되고 서명을 한 신고서가 일단 접수되면,

• 경찰 배지를 달고 있지 않았거나 시민의

• MPD 지역 경찰서 방문

과연 OPC가 조사할 권한이 있는 사건인가를

요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름이나 배지
번호를 가르쳐 주지 않았다
부당행위 신고는 가능한 사건 발생 후 빠른
시일 안에 하시기 바랍니다. OPC가 정식으
로 조사를 착수하려면 사건 후 45일 이내에
신고서를 기입하고 서명을 한 다음 OPC에 접
수해야 합니다. 부상을 당했을 경우에는,
OPC는 부상 상태를 기록하고 사진을 찍은 다
음 빠른 시일 안에 의료 기록을 입수해야 합
니다.

신고서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제출:

• 위 주소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 팩스로 전송 (202) 727-9182
• MPD 지역 경찰서에 신고서를 제출

검토하고 결정합니다.

• 조사할 권한이 있으면, OPC의 조사관에게
사건이 위임됩니다. OPC는 경우에 따라
서 중재에 해결을 의뢰하는 수가 있습니
다.

• 조사가 착수되면서, 조사관은 증인과 면담

알려드립니다:
OPC에 경찰 부당행위를 신고하는데 반드시 워
싱턴 특별 행정구 주민이거나 미국 시민일 필요
는 없습니다.

을 하고, 서류들을 수집하고, 조사 보고서
를 작성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