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11월
Fairfax County, Va., 출판

본 정보를 대체 형식으로 요청하려면
703 324-3459, TTY 711로 전화하십시오.

항의신고 양식

이름:
 이름 성
주소:

 

이메일:

생년월일: 남성 여성
 동그라미 하세요

사건 일자:

사건 시각:  오전  오후
 동그라미 하세요

사건 장소:

관련된 경관의 이름/배지 번호:

사건을 간단하게 기술하시오:
(필요한 경우 종이를 추가로 사용하십시오. 자세히 

서술해 주십시오.)

사건 목격자:

서명 날짜

패널은 일반적으로 매달 첫 번째 목요일 
저녁 7시에 공개 세션에서 소집됩니다. 대중 
여러분들의 참석을 
환영합니다.

회의 장소 및 날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www.fairfaxcounty.
gov/calendar/
ShowCalendar.aspx에서 확인하십시오.

회의 참석

책책 책책책임 기반

Fairfax County  
경찰 시민 심사

커뮤니티  
신뢰 쌓기



시민 심사란 
무엇입니까?

Fairfax County 시민 심사 패널과 독립 경찰 
감사기구가 설립되어 Fairfax County 경찰국 
경관에 대한 공적인 항의에서 비롯된 경찰 
조사를 심사합니다.

패널은 Fairfax County 주민 9명으로 
이루어집니다. 패널 및 감사기구는 경찰국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Fairfax County 감독 
위원회에 직접 보고합니다.

패널 및 감사기구가 
하는 일

패널은 경찰의 부정행위에 관련된 경찰 
조사를 심사합니다. 경찰 부정행위의 예:

• 무례
• 위협
• 폭언
• 희롱
• 인종 프로파일링
• 차별

감사기구는 무력 행사와 관련된 경찰 
조사를 심사합니다. 패널 및 감사기구는 
경찰 조사가 철저했는지, 정확했는지, 
그리고 공평했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진행 방식

•  항의가 접수되면, 항의는 조사를 위해 
경찰국으로 전송됩니다.

•  조사관은 항의를 제기한 사람 및 
목격자와 면담합니다.

•  경찰은 증거를 조사하고 결과를 
기술하는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  항의를 제기한 사람은 조사 결과를 
요약한 서한을 받게됩니다.

•  조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심사가 청구되면, 패널 또는 감사기구가 
조사를 심사하고 공개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항의를 제기한 사람

패널/
감사기구

경찰국

항의를 제기한 사람을 위한 결과
심사 청구

또는 패널감사기구

공개 보고서 발표

항의를  
제기하는 방법

Fairfax County 경찰관의 부정 행위를 
목격하거나 경험한 경우, 항의를 제기해 
주시길 권장합니다. 항의를 제기한 것에 
대해 경찰이나 공무원에 의해 난처한 
입장에 처하지 않습니다.

항의신고 양식 작성

•  이 브로셔에 있는 항의신고 양식 또는 
온라인 양식의 인쇄본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  항의신고 양식을 온라인으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www.fairfaxcounty.gov/
policeauditor로 이동하십시오.

항의를 제기하는 방법

•  작성한 양식을 다음 주소로 보내 
제기하시면 됩니다.

Office of the Independent Police Auditor
12000 Government Ctr. Parkway, Ste. 233A
Fairfax, VA 22035

•  온라인으로 제기하셔도 됩니다. 상기 
웹사이트에 지침이 제공되어 있습니다.

•  작성한 항의신고 양식을 상기 주소의 
감사기구 사무실로 보내거나 모든 Fairfax 
County 경찰서로 보낼 수 있습니다.

양식 작성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703) 324-3459번으로 전화주시거나 
PoliceCivilianReviewPanel@
fairfaxcounty.gov로 메일을 보내 
주십시오.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