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ENA PARK POLICE DEPARTMENT
개인 불만 신고서

Date Prepared (준비한 날짜):

Police Incident # (사건번호/알고있을시):

I/A # (assigned by BPPD):

Name of person making this complaint (작성자 이름):

Signature of person making this complaint (작성자 서명/ 필수사항):

Address of person making this complaint (작성자 주소):

Telephone (핸드폰 번호) #:

Date of Incident (사건난 날짜):

Location(장소):

Times(시간):

Telephone (집 전화번호) #:

목격자가 있다면 기재해 주십시요 (필요하다면 다른 신고서에 추가 목격자를 기재하셔도 좋습니다)
Name (이름) #1:

Address (주소):

Telephone (전화번호) #:

Name(이름) #2:

Address(주소):

Telephone (전화번호) #:

Name(이름) #3:

Address(주소):

Telephone(전화번호) #:

아래칸에 사건에 관하여 자세히 적어주십이요. 컴퓨터나 타자기를 이용해서 프린트한후 첨부하셔도 됩니다. 알아볼수 있는 필체를 부탁드립니다.

Form Issued By:

Date:

Time:

Form Received By:

Date:

Form PD-277a-K (Rev. 2/16)

Please provide photocopy of the completed form to complainant upon receipt

Time:

BUENA PARK POLICE DEPARTMENT
개인 불만 신고서 – 접수 절차

COREY S. SIANEZ, CHIEF OF POLICE
6640 BEACH BOULEVARD, BUENA PARK, CA 90621

부에나팍 경찰서의 구성원들과 그들이 봉사하는 지역 사회간의 신뢰와 확신관계는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필수적입니다. 법 집행관은 자신의 최선의 판단에 의한
합리적이고, 합법적이고, 그리고 공정한 방식으로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자유로와야 합니다. 이점에 있어서, 법 집행관은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존중해야할 특별한 의무가 있습니다.
부에나팍 경찰서는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징계뿐만이 아니라, 정당한 행동에 대한 부당한 비판에서 구성원들을 보호할수 있는 불만과 징계절차 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경찰서 구성원의 행위에 대한 불만을 신속하고, 공정하고, 개방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할수있는 방법을 제공하는것이 이 절차의 목적입니다.
부에나팍 경찰서는 캘리포니아 형법 제 832.5항에 준수, 경찰서에 대한 건설적인 비판이나, 경찰서 직원, 혹은 절차에 대한 유효한 불만을 환영합니다.

신고서는 누가 작성할수 있는가 ?
사건에 직접 관련되어 있거나, 불만 사항이 발생하는 사건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부에나팍 경찰서의 개인불평 신고서를 작성할수 있습니다. 작성인이
미성년일 경우, 부모의 입회를 바라지만,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부에나팍 경찰서의 정책에 따라, 부모님에게 통보가 됩니다.

어떻게 작성하는가 ?
불만은 부에나팍 경찰서의 불만 신고서를 작성함으로서 접수될수 있습니다. 이 신고서는 부에나팍 경찰서나 경찰서의 웹사이트 (WWW.BPPD.COM) 에서 구하실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전화, 또는 편지로도 불만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사건에 대한 최대한 많은 정보와 관련된 모든 증인, 또는 당사자의 이름을
제공해야 합니다. 신청인은 진술서에 반드시 서명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은 불만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경찰서장에게 지명받은 수사관과의 일대일 녹화/녹취
인터뷰에 응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불만 사항에 대한 조사
신고서의 수신 정보에 기초하여, 경찰서장이 조사를 담당할 적절한 사람을 파견할 것입니다. 부에나팍 경찰서의 목표는 철저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문제의
진실을 밝히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조사 결과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검찰청같은 외부 조사 기관에 사건을 의뢰할수도 있습니다.

신청인의 걱정
신청인이 진실만을 말한다면 신청인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도 일어나지 않을것입니다. 경찰서 구성원의 범죄 행위에 관한 허위 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범법행위로 간주될수 있습니다. 허위 신고가 구성원의 성격 또는 평판에 대해 명예 훼손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구성원은 민사 소송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최종결정
불만에 대한 모든 사실과 후속 조사의 결과를 검토 한 후, 경찰서장이 불만의 정당성과 처벌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것입니다. 신청인과 불만에 관련된 구성원
모두 서면으로 조사 결과를 통보 받을것입니다. 경찰서장이 구성원에게 내린 처벌에 대한 공개는 법적으로 금지 되어 있습니다. 불만이 지속되는 경우, 처벌범위는
구두 질책에서 해고까지 될수 있습니다. 만일 경찰서 구성원의 행동이 범법행위 였다면, 이 사건은 검찰청으로 인계됩니다.

결과에 대한 불만
만일 신청인이 사건이 충분히 조사되지 않았다고 또는 처벌이 충분치 않았다고 믿는다면, 몇가지 다른 대안이 있습니다. 신청인은 부에나팍 시의회, 시 관리자,
또는 검찰청에 문의할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또한 변호사로부터 법률 자문을 구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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