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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409  군용장비 사용 
 
409.1   목적과 범위 

이 정책은 캘리포니아 정부법(CGC) § 7070에 정의된 용어로 "군용 장비"의 획득, 자금 조달, 사용 

및 보고에 대한 지침을 설명합니다. 이 정책은 의회 법안 No. 481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합니다. 

의무에는 군용 장비로 간주되는 특정 품목에 대한 승인 요청, 이런 품목에 대한 규정 준수, 연간 보고, 

목록 작성 및 불만 사항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409.1.1  인증 표준 

이 정책은 다음 CALEA 표준에 적용됩니다. N/A 
 
409.1.2  정의 

관리 기관: 부에나파크 경찰국을 감독하는 선출 또는 임명된 기관(이 경우 시의회). 
 
군용 장비: CGC § 7070, (c)(1)~(c)(16)에 정의된 다양한 품목. 
 
409.2   정책 

부에나파크 경찰청의 정책은 군용 장비에 자금이 지원, 획득 또는 사용되기 전에 대중의 복지, 안전, 

시민권 및 시민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투명성, 감독과 책임 조치를 포함하여 법적으로 시행 가능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409.3   철학 

군 장비의 획득과 지역 사회에 배치는 대중의 안전과 복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은 

지방 정부 공무원의 군용 장비 자금 조달, 획득 또는 사용에 대해 알 권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장비에 대한 자금 지원, 획득 또는 사용에 대한 정부 기관의 결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군용 

장비에 대한 자금 지원, 획득 또는 사용 여부와 방법에 관한 결정은 시만들의 복지, 안전, 인권과 

시민의 자유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하며 의미 있는 대중의 의견을 기반으로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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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4   절차 

경찰청은 다음 활동에 참여하기 전에 매년 시의회(관리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a) 미국법 제10편 2576a항에 따라 제공되는 군용 장비 요청 

b) 민간, 지역, 주 또는 연방 기금, 현물 기부, 기타 기부를 받을때나 또는 군용 장비 이전을 받는 

경우. 이 사항들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c) 차용 또는 임대를 포함한 영구적이나 일시적으로 군용 장비를 획득할 경우 

d) 부에나파크 시 경계 내에서 군용 장비의 배치 또는 기타 사용에 있어 다른 법 집행 기관과 

협력할 경우. 

e) 경찰청의 정책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은 사람이 새로운 목적이나 

방식으로 기존 군용 장비를 사용하는 행위. 

f) 군용 장비 사용을 위해 자금을 구하거나, 수령을 신청, 획득, 사용 또는 협력하기 위해 다른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한 제안을 요청에 응답하거나 다른 사람이나 단체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제안된 군용 장비 사용 정책이나 수정안에 대해 시의회의 승인을 요청할 경우 경찰청은 최소 30일 

전에 시의회에 직접 제출하고 경찰청의 공공 웹사이트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고해야 합니다.  
 
409.4.1  군용 장비 사용 고려 사항 

경찰청에서 획득하고 승인한 군용 장비는: 
 

a) 경찰관과 민간인의 안전이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 없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b) 경찰관과 민간인의 안전이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대안에 비해 합리적이고 

비용적으로 효율적입니다. 
 
경찰청 직원들은 긴급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Peace Officer Standards and Training (POST)에서 

요구하는 모든 과정을 포함하여 해당 훈련을 마친 후에만 군용 장비를 사용해야 합니다. 
 
409.4.2  군용 장비 보고 고려 사항 

경찰청에서 소유한 각 유형의 군용 장비를 다루는 연례 군용 장비 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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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서 군용 장비를 사용하는 한 매년 군용 장비 보고서를 공공 웹사이트에 공지해야 합니다. 
 
연간 군용 장비 보고서에는 최소 각 유형의 군용 장비에 대한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a) 군용 장비가 어떻게 사용되었고 사용 목적에 대한 요약. 

b) 군용 장비와 관련하여 접수된 불만 사항 또는 우려 사항에 대한 요약. 

c) 내부 감사 결과, 군용 장비 사용 정책 위반에 대한 정보 및 이에 대해 취한 조치. 

d) 획득, 인력, 훈련, 운송, 유지 보수, 보관, 업그레이드 및 기타 지속적인 비용을 포함한 각 

유형의 군용 장비에 대한 총 연간 비용과 다음 연도에 군용 장비에 제공될 자금 출처 연례 

군용 장비 보고서. 

e) 경찰청이 보유하고 있는 각 유형의 군용 장비 수량. 

f) 경찰처에서 추가 군용 장비를 획득할 계획인지 여부, 요구하는 장비의 수량 및 유형. 

g) 새로운 장비를 배치한 후 30일 이내에 경찰정은 업데이트된 군용 장비 사용 정책을 

공개적으로 공지해야 합니다. 

h) 경찰청에서는 일반 대중이 연례 군용 장비 보고서와 경찰청의 군용 장비 자금 조달, 획득 

또는 사용에 관해 토론하고 시민들이 문의사항을 접수할 수 있도록 잘 알려져 있고 편리한 

위치에서 회의를 최소 1회 개최해야 합니다. 
 
409.4.3  군용 장비 목록 

경찰청은 다음 각 요건을 충족하는 방식으로 보유 군용 장비의 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a) 장비에 대한 제조사의 설명 

b) 장비의 능력 

c) 경창청에서 장비 사용을 제안한 목적 및 승인된 용도 

d) 장비의 예상 수명 

e) 초기비용과 지속적인 유지 관리에 대한 장비의 재정적 영향 

f) 유지보수 여부에 관계없는 장비의 수량 
 
첨부 1에는 그러한 목록의 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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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4.4  군용 장비 공급 수준 유지 

군용 장비 재고가 낮은 수준에 도달했거나 소진된 경우, 경찰청은 필수 가용성을 유지하기 위해 

시의회 승인 없이 한해 최대 10%의 재고를 주문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장이나 지명인의 승인을 받을 

경우 다른 법 집행 기관이나 비상 사태일 경우 캘리포니아 주지사 비상 서비스실 (California 

Governor’s Office of Emergency Services)에서 여기에 나열된 품목의 추가 재고를 획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409.4.5  다른 관할권의 군용 장비 사용 

관할권의 구성원이 사용하는 군용 장비는 경찰청 정책에 따라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관할권에 상호 원조를 제공하는 다른 관할권에서 사용하는 군용 장비는 상호 원조를 제공할 때 해당 

국가의 군용 장비 사용 정책을 준수해야 합니다. 
 
409.5   규정 준수 

Department Inspections and Standards Team (IST)은 모든 경찰청 구성원들이 이 정책을 

준수하도록 관리합니다. IST는 Professional Standards Unit의 도움을 받아 연례 감사를 실시합니다. 

경찰서장이나 지명인은 모든 정책 위반에 대해 통지를 받고 필요한 경우 위반 사항을 전문 표준 

부서에 회부하여 검토합니다. 모든 비준수 사례는 연례 군용 장비 보고서를 통해 시의회에 

보고됩니다. 
 
일반 시민들은 경찰청의 전문 표준 부서에 연락하여 군용 장비에 관한 질문이나 우려 사항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은 적시된 질문이나 우려 사항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합니다. 
 
시민들은 경찰청의 모든 구성원에게 어떤 형태로든(직접 방문, 전화, 이메일 등) 불만 사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불만 사항이 접수되면 BPPD 정책 § 1020, 사항에 따라 Professional   Standards Unit에 

전달해야 합니다. 
 
409.6   자금 조달 

경찰청은 교부금 신청, 민간, 지역, 주 또는 연방 기금, 현물 기부 또는 기타 기부 또는 이전을 

요청하거나 수락하는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군용 장비에 대해 시의회의 승인을 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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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긴급 상황의 경우 의회 승인을 받기 전에 자금을 신청할 권한이 있습니다. 경찰청은 가능한 

한 빨리 시의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409.7   군용 장비 

첨부 1에는 경찰청이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모든 군용 장비(CGC § 7070에 정의됨)가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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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경찰청 소유 군용 장비 
 
무인 항공기 시스템 (UAS). 무인 항공기와 원격 제어에 필요한 관련 장비. 
 

a) 현재 UAS의 설명, 수량, 기능 및 구매 비용: 

1. DJI 매빅 미니. 비용: 각 $500. 수량: 2. 비디오 녹화 가능. 소형 UAS의 무게는 약 

249g이며 비행 시간은 약 30분입니다. 

2. DJI 매빅 2 줌 DJI Mavic 2 Zoom. 비용: 개당 $2,000. 수량: 1. 단색 카메라, 줌 기능, 

스피커 및 스포트라이트가 있는 UAS. 동영상 촬영이 가능합니다. 무게는 약. 무게는 

899g이며 비행 시간은 약 30분입니다. 

3. DJI 매빅 2 엔터프라이즈 듀얼 DJI Mavic 2 Enterprise Dual. 비용: 개당 $2,000. 수량: 

1. UAS에는 컬러 및 적외선 카메라와 가청 스피커 및 스포트라이트가 있습니다. 

동영상 촬영이 가능합니다. 무게는 899g이며 비행 시간은 약 30분입니다. 

b) 목적: 다음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상황에서 경찰관 또는 사건 지휘관을 

지원할 때 배치됩니다. 

1. 차랑 충돌 수사 

2. 실종자 수색 

3. 재난관리 

4. 범죄현장 촬영 

5. SWAT, 전술 또는 공공 안전 및 인명 구조 임무 

6. 화재 대응 및/또는 생명 보존을 위한 지역, 주 또는 연방 소방 당국이 특정 요청할 

경우 

c) 승인된 사용: 필수 교육을 이수한 할당된 이용자만이 승인된 임무 동안 UAS를 작동할 수 

있습니다. 

d) 예상 수명: 모든 UAS 장비: 3-5년. 

e) 재정적 영향: 연간 유지 보수 및 배터리 교체 비용은 약 $2,000입니다. 

f) 훈련: 연방 항공국은 UAS 운영을 위해 모든 경찰청 UAS 이용자에게 라이선스를 부여합니다. 

또한 각 운영자는 매월 진행되는 교육에 참석해야 합니다. 

법률 및 절차 규칙: 사용은 BPPD 정책 § 460 및 FAA 규정 14 CFR 파트 107을 따릅니다. 

UAS를 공식 법 집행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경찰청의 정책입니다. 주 및 연방법을 

준수하며 커뮤니티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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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갑차. 장갑차는 추가 보호조치 및/또는 즉각적인 구조가 필요한 중대한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배치됩니다. 
 

a) 설명, 수량, 기능 및 구매 비용: 

1. Lenco Bearcat G2. 렌코 베어캣 G2. 비용: $250,304.00. 수량: 1. Lenco Bearcat G2는 

10-12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장갑차로, 쓰러진 인원을 구조할 수 있는 개방형 

평면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양한 발사체를 막을 수 있어 방패와 개인 방탄복의 보호 

수준을 넘어 시민들과 경찰관들을 보호합니다. 

b) 목적: 경찰관 및 지역 사회 안전을 강화하고, 현장 격리 및 안정화를 개선하고, 중대한 사건 

해결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c) 승인된 사용: SWAT 사령관, 당직 사령관 또는 야전 감독관은 긴급 상황에서 장갑차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SWAT 팀은 장갑차의 주요 사용자입니다. 그러나 선서한 모든 

경찰관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갑차는 배치에 대해 훈련을 받은 경찰관만이 경찰청 정책 

및 훈련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d) 수명: Lenco Bearcat 모델 G2 수명은 약 25년입니다. 

e) 재정적 영향: 연간 유지 관리 비용은 약 $2,000입니다. 

f) 훈련: 훈련은 모든 경찰청 경찰관에게 제공되며, 장갑차 배치와 관련된 전술과 안전을 

다룹니다. 

g) 법률 및 절차 규칙: 사용은 BPPD 정책 § 707.6.2을 따릅니다. 공식 법 집행 목적으로만 주 

및 연방법에 따라 장갑차를 사용하는 것이 경찰청의 정책입니다. 
 
SWAT 트럭: SWAT 트럭은 SWAT 팀이 필요하거나 추가 경찰 자원이 필요한 중대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장착됩니다. SWAT 트럭은 주로 SWAT 팀에서 사용합니다. 그러나 선서한 모든 경찰관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a) 설명, 수량, 기능 및 구매 비용: 

1. 1999 포드 F350. 비용: $30,000. 수량: 1. SWAT 트럭은 주로 중요하거나 

비정상적이거나 확장된 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경찰관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장비를 운반하는 화물 차량으로 사용됩니다. 

b) 목적: SWAT 트럭은 중요하거나, 비정상적이거나, 확장된 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경찰관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장비를 운반하는 화물 차량으로 주로 사용됩니다. SWAT 트럭에 

저장된 모든 항목의 목록은 차량에 유지됩니다. SWAT 트럭은 추적 차량으로 사용되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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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됩니다. 

c) 승인된 사용: 선서한 모든 경찰관은 SWAT 트럭을 작동할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경찰청 

직원은 SWAT 트럭을 작동하기 위해 SWAT 사령관, 당직 사령관 또는 야전 감독관으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현장에 있는 동안 경찰청 직원은 차량 보안을 제공하기 위해 항상 

SWAT 트럭에 직원을 배치해야 합니다. 

d) 수명: SWAT 트럭의 수명은 약 100,000마일입니다. 

e) 재정적 영향: 연간 유지 관리 비용은 약 $5,000입니다. 

f) 훈련: SWAT 사령관 또는 그의 지명인은 선서한 경찰관이 SWAT 트럭과 트럭에 실린 장비의 

작동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일차적 책임이 있습니다. 전문적인 훈련은 아닙니다. 

g) 법적 및 절차적 규칙: SWAT 트럭 운전자는 항상 다른 차량, 장애물 및 보행자를 적절히 

고려하여 차량을 안전하게 운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차량은 항상 캘리포니아 차량법에 따라 

운행되어야 합니다. 손상 또는 장비 오작동을 SWAT 사령관에게 보고하는 것은 운전자의 

책임입니다. 
 
기동 지휘소 차량 Mobile Command Post Vehicle (MCP). 대피소, 경찰청 컴퓨터 시스템, 라디오, 

지도 및 전원 공급 장치를 제공하는 차량 기반 이동 사무실입니다. 
 

a) 설명, 수량, 기능 및 구매 비용: 

1. 2016 쉐보레 서버번. 비용: $100,000. 수량: 1. MCP 차량은 SWAT/CNT(위기 협상 

팀) 및 기타 중요한 사건, 계획된 대규모 행사, 실종자 수색, 자연 재해 및 지역 사회 

행사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b) 목적: 주어진 중대한 사건, 대형 사건, 재난 또는 커뮤니티 사건의 특정 상황에 따라 

사용합니다. MCP는 야전작전 및 특별행사를 위한 지휘소로 특수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라디오, 위성 전화, 전자 제품, 양식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리소스를 

현장에 제공합니다. 

c) 승인된 사용: 당직 사령관은 비상 상황에 대한 MCP 사용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감시 

사령관은 비응급 현장 작전 및 특별 행사에 대한 MCP 배치를 위한 기본 연락처입니다. 

d) 수명: MCP는 섀시 및 차량 구조에 대해 10년의 수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e) 재정적 영향: 연간 유지 관리 비용은 약 $5,000입니다. 

f) 훈련: MCP 운용에 정통한 상사가 부대 임무로 차량에 대한 책임을 맡게 됩니다. 상사는 

감독자가 장비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일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전문적인 훈련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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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법적 및 절차적 규칙: 사용은 BPPD 정책 § 707.5을 따릅니다. 법 집행 목적으로 그리고 

자동차 운전에 관한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MCP를 사용하는 것이 경찰청의 정책입니다. 
 
신속 대응 차량 Rapid Response Vehicle (RRV): 신속 대응 차량은 특수 전술 장비가 필요한 사건에 

대응하도록 설계된 개조된 순찰 차량입니다. RRV는 순찰 차량 함대의 일부로 단일 죄수 수송 공간과 

SWAT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다양한 전술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a) 설명, 수량, 기능 및 구매 비용: 

1. 2020 포드 익스플로러. 비용: $60,000. 수량: 1. RRV는 SWAT/CNT 및 기타 중대한 

사건, 사전 계획된 대규모 사건, 실종자 수색, 자연 재해 및 지역 사회 사건뿐만 아니라 

일반 순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b) 목적: 주어진 중대한 사건, 대형 사건, 재난 또는 커뮤니티 이벤트의 특정 상황에 따라 

사용합니다. RRV는 SWAT 작전 및 기타 사건에 사용되는 다양한 도구와 장비를 운반할 수 

있는 능력을 특별히 갖추고 있습니다. 라디오, 컴퓨터, 살상 및 저살상무기 플랫폼, 파괴 장비, 

보호 장비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수많은 자원을 현장에 운반합니다. 

c) 승인된 사용: RRV는 최적의 가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순찰 요원에게 전략적으로 할당되어야 

합니다. 모든 경우에 SWAT 요원은 일상적인 순찰을 위한 RRV의 주요 운영자여야 합니다. 

d) 수명: RRV는 섀시 및 차량 구조에서 5년의 수명을 갖습니다. 

e) 재정적 영향: 연간 유지 관리 비용은 약 $7,000입니다. 

f) 훈련: RRV 운용에 능숙한 SWAT 사용자는 선서한 경찰관이 차량과 지원 장비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일차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훈련은 배치 고려 사항과 함께 추가 전술 

장비에 대해 선서한 요원에게 제공됩니다. 

g) 법률 및 절차 규칙: 운전자는 항상 다른 차량, 장애물 및 보행자를 적절히 고려하여 차량을 

안전하게 운전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 경찰청의 정책입니다. 차량은 항상 캘리포니아 

차량법에 따라 운행되어야 합니다. 
 
위기협상팀 차량 Crisis Negotiation Team (CNT) Vehicle. 이동식 사무실 및 작업 공간으로 

사용되는 차량으로 경찰서 컴퓨터 시스템과 CNT 장비 보관소 및 접근을 제공합니다. 
 

a) 설명, 수량, 기능 및 구매 비용: 설명, 수량, 기능 및 구매 비용: 

1. 2005년 블랙 쉐보레 타호. 비용: $35,000.00. 수량: 1. CNT 차량은 SWAT/CNT 

콜아웃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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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목적: 이 차량은 중대 사건 호출에 사용됩니다. 

c) 승인된 사용: 차량은 CNT 팀에 배정된 경찰관이 사용하며 차량의 안전한 운전에 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차량 운전자는 유효한 캘리포니아 운전 면허증이 있어야 합니다. 

d) 수명: CNT 차량의 수명은 약 100,000마일입니다. 

e) 재정적 영향: 연간 유지 보수 비용은 $5,000입니다. 

f) 교육: 분기별 SWAT 훈련 및 SWAT 호출. 

g) 법률 및 절차 규칙: 차량 운행에 관한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그리고 법 집행 목적으로만 

지휘소 차량을 사용하는 것이 경찰청의 정책입니다. 
 
40mm 발사기와 탄약. 경찰청 직원은 40mm 발사기를 저살상도구로 사용하여 충격탄을 발사합니다. 
 

a) 설명, 수량, 기능 및 구매 비용: 

1. Combined Systems 40mm Single-Shot Launcher, 컴바인드 시스템스 40mm 단발 

발사기, #L140-1. 비용: 시장 가치. 수량: 2. 40mm 싱글 런처는 확장 가능한 ROGERS 

Super Stock과 라이트 레일이 있는 조정 가능한 통합 프론트 그립(IFG)이 특징인 

전술 단발 발사기입니다. 카트리지 길이가 최대 4.8인치인 표준 40mm 저살상 탄약을 

발사합니다. 그것은 최대 131피트까지 40mm 저살상 탄을 발사할 것이며 SWAT 

요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되었습니다. 

2. Combined Systems 40mm Tactical 6-Shot Launcher, 컴바인드 시스템스 40mm 

전술 6연장, #L640-1. 비용: 시장 가치. 수량: 2. 40mm Tactical 6-Shot Launcher는 

로우 프로파일과 가벼움으로 휴대가 간편한 런처에 다발 기능을 제공합니다. Rogers 

Super Stoc™ 확장 가능한 건 스톡, 조정 가능한 Picatinny 장착 전면 그립 및 매거진 

실린더를 전진시키는 고유한 직접 구동 시스템이 특징입니다. 그것은 최대 

131피트까지 40mm 저살상 탄을 발사할 것이며 SWAT 요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되었습니다. 

3. Defense Technology 40mm Exact Impact Sponge, 디펜스 테크놀로지 40mm 임팩트 

스펀지, #6325. 비용: $18. 수량: 100. 초당 325피트(fps)로 총열이 달린 단일 또는 

다중 라운드, 특수 제작된 40mm 유탄 발사기에서 발사되는 저살상 40mm 경량 

플라스틱 및 폼 발사체입니다. 30g 폼 발사체는 충격 시 120피트 파운드의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40mm Exact Impact Sponge Round는 표적에서 5피트 이상 131피트의 

승인된 거리에서 발사될 때 정확하고 효과적인 성능을 제공합니다. 



 

부에나파크 경찰청 일반 명령 
 

 

___________________________ 
GO 409 – 군용장비 사용  11 

목록 채택 날짜 검토 날짜 다음 검토 

2 4/26/2022 04/26/2022 04/26/2023 

 

4. Defense Technology Ferrett 40mm Liquid Barricade Penetrator Round, 디펜스 

테크놀로지 페렛 40mm 액체 바리케이드 관통기 라운드, #2262.#2262. 비용: $23. 

수량: 50. 창문, 중공 코어 도어, 벽판 및 얇은 합판과 같은 장벽을 관통하는 데 

사용되는 저살상 40mm 탄입니다. 장벽에 충돌하면 노즈 콘이 파열되어 구조물이나 

차량 내부에 작은 화학적 폭발을 즉시 전달합니다. 전술적 배치 상황에서 40mm 

페렛은 주로 제한된 지역에서 장애물을 제거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 목적은 

잠재적으로 폭력적이거나 위험한 대상의 통증 통제, 일시적인 불편 및/또는 무력화를 

통해 모든 당사자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5. Defense Technology Speed-Heat CS 40mm Long-Range Munition, 디펜스 

테크놀로지 고속열 CS 40mm 장거리 탄약, #6182. 비용: $30. 수량: 35. Speed-Heat 

CS Long-Range Munition은 40mm 발사기에서 최대 150야드의 다운 레인지까지 CS 

에이전트의 화학 용기 1개를 제공합니다. Spede-Heat는 단일 소스에서 약 20-40초 

만에 폭발을 방출하는 대량 연속 연소가 있는 군중 제어 상황에서 실외 사용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불꽃 발사입니다. Speed-Heat 제품군은 전술적 움직임을 숨기거나 

군중을 경로 지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b) 목적: 살상력 사용이 금지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 갈등의 확대를 제한합니다. 

c) 승인된 사용: 저살상 무기 시스템의 사용 상황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1. 자기 파괴적, 위험 및/또는 전투적인 개인 

2. 폭동/군중 통제 및 시민 소요 사태 

3. 전술적 이점을 얻을 수 있는 상황 

4. 위험한 동물 

5. 훈련 연습 또는 승인된 시연 

d) 훈련: 40mm 저살상 화학 작용제 또는 충격 탄을 사용하는 선서 회원은 POST 인증을 받은 

저살상 및 화학 작용제 강사에 의해 사용 훈련을 받습니다. 

e) 수명: 

1. 컴바인드 시스템스 #L140: 25년. 

2. 컴바인드 시스템스 #L640: 15년. 

3. 모델 6325 Exact Impact Sponge: 5년. 

4. 모델 6182 Defense Technology Speed-Heat CS 40mm Long-Range: 5년. 

f) 재정적 영향: 연간 유지 관리 비용은 각 발사기에 대해 약 $5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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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법률 및 절차 규칙: 사용은 BPPD 정책 § 308을 따릅니다. 무력 사용에 관한 법률을 포함하여 

주 및 연방법에 따라 공식적인 법 집행 목적으로만 40mm 발사기를 사용하는 것이 경찰청의 

정책입니다. 
 
Less Lethal Shotgun 저살상 산탄총: 저살상 산탄총은 저살상 12 게이지 드래그 안정화 저살상 

라운드를 배치하는 데 사용됩니다. 
 

a) 설명, 수량, 기능 및 구매 비용: 

1. Remington 870 Less-Lethal Shotgun, 레밍턴 870 저살상 산탄총. 비용: 시장 가치. 

수량: 35. 레밍턴 870 저살상 명적인 산탄총은 저살상 12게이지 드래그 안정화 빈백 

라운드를 최대 75피트까지 배치하는 데 사용됩니다. 무기 시스템의 범위는 경찰관과 

용의자 사이의 공간을 유지하고 위협 완화의 핵심 원칙인 위협의 즉각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12-Gauge Drag-Stabilized Beanbag, 12 게이지 드래그 안정화 빈백 라운드. 비용: 

$7/라운드. 수량: 약 200개. 12게이지 드래그 안정화 빈백 라운드는 반투명 12게이지 

쉘에 면과 탄도 재료 혼합으로 만든 40그램의 눈물 모양 가방이 들어 있으며 #9 

샷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디자인에는 4개의 안정화 날개가 있으며 추진제로 무연 

분말을 사용합니다. 이 라운드의 속도는 270fps이고 최대 유효 범위는 75피트입니다. 

약 20~50피트의 유효 범위 내에서 사용할 때 무력화에 가장 성공적입니다. 이 범위는 

엉덩이, 허벅지, 무릎과 같은 대상의 큰 근육 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와 정확도를 제공합니다. 이 영역은 충분한 통증 자극을 제공하고 대상의 

이동성에 영향을 미치면서 심각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부상을 크게 최소화합니다. 

3. REMINGTON 870 LESS-LETHAL SHOTGUN, 레밍턴 870 저살상 산탄총, 비용: 

$946, 수량: 619. Remington 870 저살상 산탄총은 저살상 12게이지 Super-Sock 

빈백 라운드를 최대 75피트 거리까지 배치하는 데 사용됩니다. 무기체계의 범위는 

경감의 원칙인 위협의 즉각성을 감소시키는 경찰관과 용의자 사이의 공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b) 목적: 살상력 사용이 금지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 갈등의 확대를 제한합니다. 

c) 승인된 사용: 저살상 무기 시스템의 사용 상황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1. 자기 파괴적, 위험 및/또는 전투적인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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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폭동/군중 통제 및 시민 소요 사태 

3. 전술적 이점을 얻을 수 있는 상황 

4. 위험한 동물 

5. 훈련 연습 또는 승인된 시연 

d) 수명 

1. 레밍턴 870 저살상 산탄총: 25년. 

2. 12게이지 드래그 안정화 라운드: 5년. 

e) 재정적 영향: 연간 유지 관리 비용은 각 산탄총에 대해 약 $50입니다. 

f) 훈련: 모든 경찰관는 저살상 옵션으로 12 게이지 저살상 산탄총을 현역 훈련을 받습니다. 

SWAT 인원은 부대로 편입할 때 내부적으로 추가 교육을 받습니다. 

g) 법률 및 절차 규칙: 사용은 BPPD 정책 § 300 및 312을 따릅니다. 무력 사용에 관한 법률을 

포함하여 주 및 연방법에 따라 공식적인 법 집행 목적으로만 저살상 산탄총을 사용하는 것이 

경찰청의 정책입니다. 
 
Light, Sound, and Diversionary Device 빛, 소리 및 교란용 장치. 전개 시 많은 양의 빛과 소리를 

내는 장치. 
 

a) 설명, 수량, 기능 및 구매 비용: 

1. Combined Tactical Systems 7290-2 Flash-Bang. 컴바인드 시스템스 7290-2 플래시 

뱅. 비용: $45.00. 수량: 11. 7290은 175db의 사운드와 6-8백만 칸델라의 광 출력을 

생성합니다. 7290의 특허 받은 디자인은 장치의 상단이나 하단이 단단한 표면과 

접촉해야 하는 경우에도 폭발 시 본체의 움직임을 제거하는 포팅 시스템을 

통합합니다. 7290은 재장전이 불가능하여 플래시 뱅 본체를 재장전하는 횟수를 

계산할 필요가 없고 청소할 필요가 없고 재장전 가능한 본체를 유지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2. Combined Tactical Systems 7290M Mini Flash-Bang. 컴바인드 시스템스 7290M 

미니 플래시 뱅. 비용: $45.00. 수량: 1. 모델 7290M Flash-Bang은 더 큰 제품과 

동일한 속성을 모두 보여주지만 더 작고 가벼운 패키지입니다. 무게가 15온스에 

불과한 새로운 7290M은 7290보다 약 30% 더 가볍지만 여전히 7290과 동일한 175db 

사운드 출력을 가지며 6-8백만 칸델라의 빛을 생성합니다. 7290M의 특허 받은 

디자인은 장치의 상단이나 하단이 단단한 표면과 접촉해야 하는 경우에도 폭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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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체의 움직임을 제거하는 포팅 시스템을 통합합니다. 

b) 목적: 전환 장치는 폭행, 인질 구조, 방 진입 또는 기타 고위험 체포 상황에서 위험한 용의자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데 이상적입니다. 이 장치는 대기의 과압과 밝은 백색광을 생성하고 

결과적으로 단기(6-8초) 생리적/심리적 감각 박탈을 일으켜 경찰관에게 전술적 이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c) 승인된 사용: 교란용 장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1. 적절한 사용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찰관에 의해 

2. 인질 및 바리케이드 대상 상황에서 

3. 경찰관에게 극도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 영장(수색·체포) 업무 

4. 경찰관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기타 고위험 상황에서 

5. 훈련 중 

d) 수명: 사용할 때까지. 

e) 재정적 영향: 연간 유지 보수가 없습니다. 

f) 교육: 사용하기 전에 임원은 POST 인증 강사가 실시하는 경찰청별 장치 교육에 참석해야 

합니다. 

g) 법률 및 절차 규칙: 사용은 BPPD 정책 § 300을 따릅니다. 무력 사용에 관한 주 및 연방법에 

따라 공식 법 집행 목적으로만 전환 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경찰청의 정책입니다. 
 
Rifles 소총: 어깨 높이에서 발사되는 총기로서 총알을 회전시켜 장거리에서 더 높은 정확도를 

갖도록 설계된 긴 나선형 홈이 있는 총신 입니다. 
 

a) 설명, 수량, 기능 및 구매 비용: 

1. REMINGTON MODEL 700, 레밍턴 모델 700, 비용: $1,100.00. 수량: 2; Bell and 

Carlson M40 Tactical Stock,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알루미늄 베딩 블록, 볼트 작동, 

스테인리스 마감 처리된 26인치 헤비 컨투어 배럴, 고속 구경 제품인 .308 구경 

탄약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특별히 훈련된 경찰관이 표준 소총보다 더 먼 거리에서 

치명적인 옵션을 정확하게 발사할 수 있는 장총신 소총입니다. 특수 무기 및 전술 

팀에서 특별히 훈련된 개인이 사용하고 유지 관리합니다. 

2. SIG SAUER 716 Designated Marksman rifle. 시그 사우어 716 소총. 비용: $1,600.00. 

수량: 2; 텔레스코픽 스톡, 18인치 무거운 성냥 배럴, .308 구경 탄약. 시그 사우어 

716은 특별히 훈련된 경찰관가 표준 소총보다 더 먼 거리에서 치명적인 옵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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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게 발사할 수 있도록 하는 장총신 소총입니다. 특별히 훈련된 SWAT 개인이 

사용하고 유지 관리합니다. 

3. COLT MODEL M4, 5.56MM, 10.5” barrel. 콜트 모델 M4, 5.56MM, 10.5” 배럴. 비용: 

$1,250.00 수량: 17. M4는 편안하게 휴대할 수 있지만 5.56mm 소총의 화력, 신뢰성 

및 정확도 수준을 제공하기 위해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콜트 M4는 오늘날 미군이 

수용하고 사용하는 데 필요한 군용 성능 사양(MILSPEC)을 충족하거나 초과하도록 

제조된 세계 유일의 5.56mm 카빈총입니다. 

4. COLT, MODEL AR-15, 5.56MM, 16.1” BARREL, 콜트, 모델 AR-15, 5.56MM, 16.1” 

배럴, 비용: $1500.00. 수량: 54개, The Colt® AR-15 Tactical Carbine은 표준 

권총보다 강력하지만 표준 소총보다 덜 강력한 중간 전력 카트리지(.223 

Remington/5.56 NATO)를 발사합니다. 특별히 훈련된 경찰관이 권총보다 더 높은 

정확도로 구조물과 장갑차/순찰차의 내부와 외부를 더 잘 제어할 수 있게 해주는 

중총신 소총입니다. 

5. HECKLER & KOCH MP-5 9mm Rifle, 헤클러&코흐 MP-5 9mm 소총, 비용: $500.00. 

수량: 2, 고정 스톡이 있는 표준 기관단총, 길이 10"의 작은 구성, 9mm 권총탄을 

발사하는 8.85" 배럴. 이 무기 시스템은 표준 권총보다 강력하지만 표준 소총보다 덜 

강력합니다. 이것은 특별히 훈련된 경찰관이 권총보다 더 높은 정확도로 구조물과 

장갑차 내부를 더 잘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단총신, 단무기 시스템입니다. 

6. HECKLER & KOCH MR223A3 Semi-Auto Rifle, 헤클러&코흐 MR223A3 반자동 

소총, 비용: $1200.00. 수량: 4, 14.5” 소총으로 표준 권총보다 강력하지만 표준 

소총보다 약한 중간 전원 카트리지(.223 Remington/5.56 NATO)를 발사합니다. 

특별히 훈련된 경찰관가 기관총과 단총신 소총보다 더 높은 정확도로 구조물과 

장갑차 외부를 더 잘 제어할 수 있게 해주는 중포신 소총입니다. 

7. GLOCK 20 10mm automatic pistol, 글록 20 10mm 자동 권총. 비용: $600.00. 수량: 

1. 40구경 탄약에 필적하는 가스 동력(10mm)을 발사합니다. 이 총기는 탄창당 

15발을 발사하는 완전 자동 기능을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인질 구조, 액티브 

슈터 등과 같은 특정 상황에서 반자동 소총을 휴대하면서 완전 자동 권총을 다룰 수 

있도록 특별히 훈련된 Swat 운영자가 허용하는 총기입니다. 
 

b) 목적: 실행 가능한 경우 권총보다 더 정밀하고/또는 더 먼 거리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정밀 

무기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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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승인된 사용: POST 인증 사용자만 소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d) 수명 

1. 레밍턴 모델 700 – 15년. 

2. 시그 사우어 716 DMR - 15년. 

3. 콜트 M-4 카빈 소총 - 15년. 

4. 콜트 AR-15 카빈 라이플 - 15년 

5. 헤클러 & 코흐 MP-5 - 15년. 

6. 헤클러 & 코흐 MR223A3: 20년. 

7. 글록 20 10mm 오토 - 15년. 

e) 재정적 영향: 연간 유지 보수 비용은 소총당 약 $50입니다. 

f) 훈련: 소총을 사용하기 전에 경찰관는 소총 작동에 대한 POST 강사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모든 소총을 운용하는 모든 구성원은 1년에 2회 사거리 자격을 통과해야 합니다. 

g) 법률 및 절차 규칙: 사용은 일반 명령 312.3을 따릅니다. 공식 법 집행 목적으로 그리고 무력 

사용에 관한 주 및 연방법에 따라서만 소총을 사용하는 것이 BPPD의 정책입니다. 
 
Chemical Agent and Smoke Canisters 화학 약품 및 산탄통: 배치 시 방출되는 화학 약품이 들어 

있는 용기. 
 

a) 설명, 수량, 기능 및 구매 비용: 
1. DEFENSE TECHNOLOGY, TRIPLE-CHASER SEPARATING CANISTER CS 

Canister, 디펜스 테크놀로지 트리플 체이서 분리 캐니스터 CS 산탄통, #1026. 비용: 

$30.00. 수량: 10. Triple-Chaser CS는 3개의 개별 산탄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충전물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배치되면 산탄통이 분리되어 약 20피트 떨어져 

착지하여 적용 범위가 넓어집니다. 이 용기는 손으로 던지거나 발사 시스템에서 

발사할 수 있습니다. 산탄통은 6.5인치 x 2.7인치이며 약 3.2oz를 담을 수 있습니다. 

활성 에이전트 페이로드. 약 20~30초의 연소 시간이 있습니다. 

2. DEFENSE TECHNOLOGY, FLAMELESS TRI-CHAMBER CS GRENADE, 디펜스 

테크놀로지, 무연 3-쳄버 CS 수류탄, #1032. 비용: $30.00. 수량: 15-20. Tri-Chamber 

Flameless CS Grenade의 설계는 내용물이 내부 캔 내에서 연소되도록 하고 화재 

위험을 줄이면서 약제를 안전하게 분산시킵니다. 수류탄은 바리케이드된 대상을 

탐지 및/또는 제거하기 위한 실내 전술 상황을 위해 주로 설계되었습니다. 이 

수류탄은 약 0.70oz를 전달합니다. 20-25초의 연소 시간 동안 에이전트의 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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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류탄은 군중 통제 뿐만 아니라 법 집행 및 교정 요원의 전술적 배치 상황에서도 

사용할 수 있지만 바리케이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습니다. 전술적 

상황에서의 적용은 주로 바리케이드된 대상을 탐지 및/또는 제거하는 것입니다. CS 

수류탄의 목적은 잠재적으로 폭력적이거나 위험한 대상의 통증 순응도, 일시적인 

불편함 및/또는 무력화를 통해 모든 당사자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CS 

Grenade는 화염 화학 장치를 실내에 전달하는 옵션을 제공하여 열과 기화를 통해 

화학 물질의 효과를 최대화하는 동시에 구조물에 대한 화재 가능성을 최소화하거나 

무효화합니다. 
3. DEFENSE TECHNOLOGY, MAXIMUM HC SMOKE MILITARY-STYLE CANISTER, 

디펜스 테크놀로지, 최대 HC 연기 군용 스타일 용기, #1083. 비용: $20.00. 수량: 10. 

군용 최대 연막탄은 방어 기술 #3 연막탄에서 나옵니다. 군중 관리 상황에서 

야외에서 사용하도록 설계된 천천히 연소되는 대용량 연속 방전 수류탄입니다. 약 

1.5~2분 동안만 회백색 연기를 방출합니다. 
4. DEFENSE TECHNOLOGY, SPEDE-HEAT CONTINUOUS DISCHARGE 

CHEMICAL GRENADE, 디펜스 테크놀로지, 속열 연속 방출 화학 수류탄, #1072. 

비용: $35.00. 수량: <5. Speede-Heat™ CS Grenade는 약 20-40초 안에 탑재량을 

방출하는 대용량 연속 화상입니다. 탑재된 화학물질은 산탄통 상단에 4개, 측면에 

3개, 하단에 1개 가스 포트를 통해 배출됩니다. 이 발사 가능한 수류탄은 6.12" x 

2.62"이고 약 2.9oz를 수용합니다. 활성 에이전트의. 

5. DEFENSE TECHNOLOGY, CS POCKET TACTICAL GRENADE, 디펜스 

테크놀로지, CS 포켓 전술 수류탄 #1016, 비용: $25.00, 수량: 20. 포켓 전술 CS 

수류탄은 작고 가볍습니다. 0.9온스. 활성제의 약 20-40초를 태울 것입니다. 4.75인치 

x 1.4인치 크기로 대부분의 전술 파우치에 쉽게 맞습니다. 이것은 발사 가능한 

수류탄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신호 또는 덮개 장치로 사용됩니다. 이 장치는 

길이가 4인치가 약간 넘지만, 실제 크기의 전술 수류탄으로 생성된 포위 스크린처럼 

보일 정도로 빠르게 연기 구름을 생성합니다. 

6. DEFENSE TECHNOLOGY, CS INSTANTANEOUS BLAST, 디펜스 테크놀로지, CS 

인스턴트 블라스트 #1042, 비용: $25.00. 수량: 3. 순간 폭발 CS 수류탄은 실내 또는 

실외 사용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 수류탄의 가루는 외부 표면의 6개의 기계 

홈에서 용기를 쪼개기에 충분한 힘을 가진 작은 내부 기폭 장치가 작동할 때 

방출됩니다. 이 장치는 바람을 유리하게 사용하여 감옥 마당이나 구역의 격리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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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 그룹화된 수많은 피험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데 매우 적합합니다. 이 6.12인치 

x 2.62인치 수류탄은 약 1.5oz를 전달합니다. 활성 에이전트의. 
 

b) 목적: 살상력 사용이 금지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 갈등의 확대를 제한합니다. 저살상 

무기 시스템을 사용하는 상황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1. 자기 파괴적이거나 위험하거나 전투적인 개인 

2. 폭동/군중 통제 및 시민 소요 사태 

3. 전술적 이점을 얻을 수 있는 상황 

4. 위험한 동물 

5. 훈련 연습 또는 승인된 시연 

c) 허가된 사용: 화학약품 사용에 대한 POST 인증을 받은 직원만이 화학약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d) 훈련: 화학 약품 용기를 사용하는 선서 회원은 POST 저살상 화학 약품 강사의 인증을 

받았습니다. 

e) 수명: 제조일로부터 5년. 

f) 재정적 영향: 연간 유지 보수가 없습니다. 

g) 법률 및 절차 규칙: 사용은 BPPD 정책 § 308.6을 따릅니다. 무력 사용에 관한 법률을 

포함하여 주 및 연방법에 따라 공식 법 집행 목적으로만 화학 약품을 사용하는 것이 경찰청의 

정책입니다. 
 
Breaching Tools 침입 도구: 장애물을 통해 목표물에 접근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a) 설명, 수량, 기능 및 구매 비용: 

1. ROYAL REMINGTON 870 BREACHING SHOTGUN. 로얄 레밍턴 870 브리칭 샷건. 

비용: $500. 수량: 1. 침입할 시 산탄총 브리칭 라운드를 안전하게 사용하여 데드볼트, 

잠금 장치 및 경첩을 뚫을 수 있습니다. 총열 끝에 부착된 장치는 총을 올바른 위치에 

확실하게 배치하고 과압을 방지하기 위해 가스를 배출합니다. 270-290fps의 속도로 

깨지는 압축 아연 슬러그 발사하는 저살상 2.7인치 12게이지 산탄총입니다. 
2. DEFFENSE TECHNOLOGY 12 GAUGE 375 GRAIN ZINC FRANGIBLE 

BREACHING ROUND, 디펜스 테크놀로지12 게이지 375 그레인 아연 깨지는 

브리칭 라운드, 비용: 라운드당 $5, 수량: 160. 라운드는 파괴 산탄총에서 발사되며 

데드볼트, 잠금 장치 및 경첩을 물리치는 데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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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11 TACTICAL MINI RAM, 택티컬 미니 램, 비용: $550, 수량: 2. 이 도구는 빠른 

수동 입력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작고 강력한 충돌 도구입니다. 그것은 전통적인 

숫양과 멀티브리처와 함께 사용되는 타격 도구의 역할을 합니다. 

4. 5.11 TACTICAL MULTIPRY BAR, 5.11 택티컬 다중 바, 비용: $250, 수량: 3. 이 

도구는 안쪽과 바깥쪽으로 열리는 스윙 도어를 강제로 들어 올리는 데 사용됩니다. 

그것은 관형 강철로 구성되며 길이는 27.5인치입니다. 

5. 5.11 TACTICAL MULTISLEDGE, 택티컬 다중 슬레드, 비용: $320, 수량: 1. 이 파괴 

도구는 망치, 숫양, 갈퀴 및 지렛대 역할을 합니다. 길이는 27인치이며 경화된 강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 5.11 TACTICAL EDGE BENDER, 택티컬 에지 벤더, 비용: $315, 수량: 1. 이 도구의 

목적은 곡괭이와 램을 허용하기 위해 진입로에 간격을 만드는 것입니다. 

7. RAM, 램, 비용: $350, 수량: 2. 램은 자물쇠와 경첩을 부수는 데 사용되는 충격 

무기입니다. 
 

b) 목적: 구조물에 안전하게 진입하기 위함. 

c) 승인된 사용: 침입은 현장에서 SWAT 팀 리더의 승인 및 훈련중에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침입할 시에는 할당된 장비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d) 수명 

1. 산탄총 위반: 25년. 

2. 방어기술 #22TKO 취약탄: 5년. 

3. 수동 침입 도구: N/A 

e) 재정적 영향: 연간 유지 관리 비용은 약 $500입니다. 

f) 훈련: 침입 도구를 사용하는 모든 운영자는 40시간 브리핑 학교에 출석해야 하며 추가로 월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g) 법률 및 절차 규칙: 주 및 연방법에 따라 공식 법 집행 목적으로만 침입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경찰청의 정책입니다. 
 
PepperBall Launcher 페퍼볼 런처: 자극성 발사체를 방출하는 장치. 
 

a) 설명, 수량, 기능 및 구매 비용: 

1. PepperBall VKS Carbine. 페퍼볼 VKS 카빈. 비용: $1300. 수량: 1. VKS(Variable 

Kinetic System)는 치명적이지 않은 페퍼볼 발사체를 발사하도록 설계된 압축 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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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식 발사기입니다. 페퍼볼VKS 카빈은 최적의 다용성을 위해 호퍼 모드와 매거진 

모드 사이를 빠르게 전환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이중 공급 시스템을 특징으로 

합니다. 

2. PepperBall FTC. 페퍼볼 FTC. 비용: $1,100.00. 수량: 2. FTC는 군중 관리 및 모바일 

야전 작전을 위해 설계된 고용량 반자동 발사기입니다. 신뢰할 수 있고 정확하며 최대 

180발을 수용할 수 있는 호퍼와 유연한 공기 공급원 구성이 특징입니다. 

3. PepperBall Live-X Projectile. 페퍼볼 라이브-X 발사체. 비용: 발사체당 $3. 수량: 1000. 

라이브 발사체에는 농축된 PAVA 후추 가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Exhibit A Live-

X의 한 라운드에는 10개의 페퍼볼 라운드가 포함됩니다. 페퍼볼 발사기에서 발사된 

발사체의 속도는 280-350fps입니다. 발사체는 60피트의 직접적인 충격과 150피트 

이상의 포화 영역이 있습니다. 발사체에는 5% PAVA 분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 PepperBall VXR Live-X Projectile. 페퍼볼 VXR 라이브-X 발사체. 비용: 발사체당 $3. 

수량: 50. VXR Live-X 발사체는 치명적이지 않은 탄입니다. 발사체에는 VXR Live 

발사체의 PAVA의 약 10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발사체는 직접적인 충격이나 

영역 포화에 가장 적합합니다. 페퍼볼 발사기에서 발사된 발사체의 속도는 280-

425fps입니다. 발사체는 150피트의 직접적인 충격과 390피트 이상의 포화 영역이 

있습니다. 발사체에는 2.5% PAVA 분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b) 목적: 살상력 사용이 금지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 갈등의 확대를 제한합니다. 저살상 

무기 시스템을 사용하는 상황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1. 자기 파괴적, 위험 및/또는 전투적인 개인 

2. 폭동/군중 통제 및 시민 소요 사태 

3. 전술적 이점을 얻을 수 있는 상황 

4. 위험한 동물 

5. 훈련 연습 또는 승인된 시연 

c) 승인된 사용: 페퍼볼 발사기 사용에 대한 교육을 받은 사용자만이 페퍼볼 발사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d) 훈련: 페퍼볼 발사기 및 발사체를 사용하는 경찰들은 POST 인증을 받은 저살상과 화학 

작용제에 관한 교육을 강사로부터 받습니다. 

e) 수명: 

1. 페퍼볼 VKS 카빈총: 20년. 

2. 페퍼볼 라이브 발사체: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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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페퍼볼 Live-X 발사체: 3년. 

4. 페퍼볼 VXR Live-X 발사체: 3년. 

f) 재정적 영향: 연간 유지 관리 비용은 각 페퍼볼 발사기 당 약 $50입니다. 

g) 법률 및 절차 규칙: 사용은 BPPD 정책 § 409을 따릅니다. 주법 및 연방법(무력 사용에 관한 

법률 포함)에 따라 공식 법 집행 목적으로만 페퍼볼을 사용하는 것이 경찰청의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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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9.   철학
	409.   절차
	409.  군용 장비 사용 고려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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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9.  군용 장비 공급 수준 유지
	409.  다른 관할권의 군용 장비 사용

	409.   규정 준수
	409.   자금 조달
	409.   군용 장비
	1. DJI 매빅 미니. 비용: 각 $500. 수량: 2. 비디오 녹화 가능. 소형 UAS의 무게는 약 249g이며 비행 시간은 약 30분입니다.
	2. DJI 매빅 2 줌 DJI Mavic 2 Zoom. 비용: 개당 $2,000. 수량: 1. 단색 카메라, 줌 기능, 스피커 및 스포트라이트가 있는 UAS. 동영상 촬영이 가능합니다. 무게는 약. 무게는 899g이며 비행 시간은 약 30분입니다.
	3. DJI 매빅 2 엔터프라이즈 듀얼 DJI Mavic 2 Enterprise Dual. 비용: 개당 $2,000. 수량: 1. UAS에는 컬러 및 적외선 카메라와 가청 스피커 및 스포트라이트가 있습니다. 동영상 촬영이 가능합니다. 무게는 899g이며 비행 시간은 약 30분입니다.
	1. 차랑 충돌 수사
	2. 실종자 수색
	3. 재난관리
	4. 범죄현장 촬영
	5. SWAT, 전술 또는 공공 안전 및 인명 구조 임무
	6. 화재 대응 및/또는 생명 보존을 위한 지역, 주 또는 연방 소방 당국이 특정 요청할 경우
	1. Lenco Bearcat G2. 렌코 베어캣 G2. 비용: $250,304.00. 수량: 1. Lenco Bearcat G2는 10-12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장갑차로, 쓰러진 인원을 구조할 수 있는 개방형 평면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양한 발사체를 막을 수 있어 방패와 개인 방탄복의 보호 수준을 넘어 시민들과 경찰관들을 보호합니다.
	1. 1999 포드 F350. 비용: $30,000. 수량: 1. SWAT 트럭은 주로 중요하거나 비정상적이거나 확장된 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경찰관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장비를 운반하는 화물 차량으로 사용됩니다.
	1. 2016 쉐보레 서버번. 비용: $100,000. 수량: 1. MCP 차량은 SWAT/CNT(위기 협상 팀) 및 기타 중요한 사건, 계획된 대규모 행사, 실종자 수색, 자연 재해 및 지역 사회 행사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2020 포드 익스플로러. 비용: $60,000. 수량: 1. RRV는 SWAT/CNT 및 기타 중대한 사건, 사전 계획된 대규모 사건, 실종자 수색, 자연 재해 및 지역 사회 사건뿐만 아니라 일반 순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2005년 블랙 쉐보레 타호. 비용: $35,000.00. 수량: 1. CNT 차량은 SWAT/CNT 콜아웃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Combined Systems 40mm Single-Shot Launcher, 컴바인드 시스템스 40mm 단발 발사기, #L140-1. 비용: 시장 가치. 수량: 2. 40mm 싱글 런처는 확장 가능한 ROGERS Super Stock과 라이트 레일이 있는 조정 가능한 통합 프론트 그립(IFG)이 특징인 전술 단발 발사기입니다. 카트리지 길이가 최대 4.8인치인 표준 40mm 저살상 탄약을 발사합니다. 그것은 최대 131피트까지 40mm 저...
	2. Combined Systems 40mm Tactical 6-Shot Launcher, 컴바인드 시스템스 40mm 전술 6연장, #L640-1. 비용: 시장 가치. 수량: 2. 40mm Tactical 6-Shot Launcher는 로우 프로파일과 가벼움으로 휴대가 간편한 런처에 다발 기능을 제공합니다. Rogers Super Stoc™ 확장 가능한 건 스톡, 조정 가능한 Picatinny 장착 전면 그립 및 매거진 실린더를 전진시키는 고유한...
	3. Defense Technology 40mm Exact Impact Sponge, 디펜스 테크놀로지 40mm 임팩트 스펀지, #6325. 비용: $18. 수량: 100. 초당 325피트(fps)로 총열이 달린 단일 또는 다중 라운드, 특수 제작된 40mm 유탄 발사기에서 발사되는 저살상 40mm 경량 플라스틱 및 폼 발사체입니다. 30g 폼 발사체는 충격 시 120피트 파운드의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40mm Exact Impact Sponge...
	4. Defense Technology Ferrett 40mm Liquid Barricade Penetrator Round, 디펜스 테크놀로지 페렛 40mm 액체 바리케이드 관통기 라운드, #2262.#2262. 비용: $23. 수량: 50. 창문, 중공 코어 도어, 벽판 및 얇은 합판과 같은 장벽을 관통하는 데 사용되는 저살상 40mm 탄입니다. 장벽에 충돌하면 노즈 콘이 파열되어 구조물이나 차량 내부에 작은 화학적 폭발을 즉시 전달합니다. 전...
	5. Defense Technology Speed-Heat CS 40mm Long-Range Munition, 디펜스 테크놀로지 고속열 CS 40mm 장거리 탄약, #6182. 비용: $30. 수량: 35. Speed-Heat CS Long-Range Munition은 40mm 발사기에서 최대 150야드의 다운 레인지까지 CS 에이전트의 화학 용기 1개를 제공합니다. Spede-Heat는 단일 소스에서 약 20-40초 만에 폭발을 방출하는 대량 ...
	1. 자기 파괴적, 위험 및/또는 전투적인 개인
	2. 폭동/군중 통제 및 시민 소요 사태
	3. 전술적 이점을 얻을 수 있는 상황
	4. 위험한 동물
	5. 훈련 연습 또는 승인된 시연
	1. 컴바인드 시스템스 #L140: 25년.
	2. 컴바인드 시스템스 #L640: 15년.
	3. 모델 6325 Exact Impact Sponge: 5년.
	4. 모델 6182 Defense Technology Speed-Heat CS 40mm Long-Range: 5년.
	1. Remington 870 Less-Lethal Shotgun, 레밍턴 870 저살상 산탄총. 비용: 시장 가치. 수량: 35. 레밍턴 870 저살상 명적인 산탄총은 저살상 12게이지 드래그 안정화 빈백 라운드를 최대 75피트까지 배치하는 데 사용됩니다. 무기 시스템의 범위는 경찰관과 용의자 사이의 공간을 유지하고 위협 완화의 핵심 원칙인 위협의 즉각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12-Gauge Drag-Stabilized Beanbag, 12 게이지 드래그 안정화 빈백 라운드. 비용: $7/라운드. 수량: 약 200개. 12게이지 드래그 안정화 빈백 라운드는 반투명 12게이지 쉘에 면과 탄도 재료 혼합으로 만든 40그램의 눈물 모양 가방이 들어 있으며 #9 샷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디자인에는 4개의 안정화 날개가 있으며 추진제로 무연 분말을 사용합니다. 이 라운드의 속도는 270fps이고 최대 유효 범위는 75...
	3. REMINGTON 870 LESS-LETHAL SHOTGUN, 레밍턴 870 저살상 산탄총, 비용: $946, 수량: 619. Remington 870 저살상 산탄총은 저살상 12게이지 Super-Sock 빈백 라운드를 최대 75피트 거리까지 배치하는 데 사용됩니다. 무기체계의 범위는 경감의 원칙인 위협의 즉각성을 감소시키는 경찰관과 용의자 사이의 공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 자기 파괴적, 위험 및/또는 전투적인 개인
	2. 폭동/군중 통제 및 시민 소요 사태
	3. 전술적 이점을 얻을 수 있는 상황
	4. 위험한 동물
	5. 훈련 연습 또는 승인된 시연
	1. 레밍턴 870 저살상 산탄총: 25년.
	2. 12게이지 드래그 안정화 라운드: 5년.
	1. Combined Tactical Systems 7290-2 Flash-Bang. 컴바인드 시스템스 7290-2 플래시 뱅. 비용: $45.00. 수량: 11. 7290은 175db의 사운드와 6-8백만 칸델라의 광 출력을 생성합니다. 7290의 특허 받은 디자인은 장치의 상단이나 하단이 단단한 표면과 접촉해야 하는 경우에도 폭발 시 본체의 움직임을 제거하는 포팅 시스템을 통합합니다. 7290은 재장전이 불가능하여 플래시 뱅 본체를 재장전하는...
	2. Combined Tactical Systems 7290M Mini Flash-Bang. 컴바인드 시스템스 7290M 미니 플래시 뱅. 비용: $45.00. 수량: 1. 모델 7290M Flash-Bang은 더 큰 제품과 동일한 속성을 모두 보여주지만 더 작고 가벼운 패키지입니다. 무게가 15온스에 불과한 새로운 7290M은 7290보다 약 30% 더 가볍지만 여전히 7290과 동일한 175db 사운드 출력을 가지며 6-8백만 칸델라의 빛을 ...
	1. 적절한 사용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찰관에 의해
	2. 인질 및 바리케이드 대상 상황에서
	3. 경찰관에게 극도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 영장(수색 체포) 업무
	4. 경찰관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기타 고위험 상황에서
	5. 훈련 중
	1. REMINGTON MODEL 700, 레밍턴 모델 700, 비용: $1,100.00. 수량: 2; Bell and Carlson M40 Tactical Stock,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알루미늄 베딩 블록, 볼트 작동, 스테인리스 마감 처리된 26인치 헤비 컨투어 배럴, 고속 구경 제품인 .308 구경 탄약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특별히 훈련된 경찰관이 표준 소총보다 더 먼 거리에서 치명적인 옵션을 정확하게 발사할 수 있는 장총신 소총입니다...
	2. SIG SAUER 716 Designated Marksman rifle. 시그 사우어 716 소총. 비용: $1,600.00. 수량: 2; 텔레스코픽 스톡, 18인치 무거운 성냥 배럴, .308 구경 탄약. 시그 사우어 716은 특별히 훈련된 경찰관가 표준 소총보다 더 먼 거리에서 치명적인 옵션을 정확하게 발사할 수 있도록 하는 장총신 소총입니다. 특별히 훈련된 SWAT 개인이 사용하고 유지 관리합니다.
	3. COLT MODEL M4, 5.56MM, 10.5” barrel. 콜트 모델 M4, 5.56MM, 10.5” 배럴. 비용: $1,250.00 수량: 17. M4는 편안하게 휴대할 수 있지만 5.56mm 소총의 화력, 신뢰성 및 정확도 수준을 제공하기 위해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콜트 M4는 오늘날 미군이 수용하고 사용하는 데 필요한 군용 성능 사양(MILSPEC)을 충족하거나 초과하도록 제조된 세계 유일의 5.56mm 카빈총입니다.
	4. COLT, MODEL AR-15, 5.56MM, 16.1” BARREL, 콜트, 모델 AR-15, 5.56MM, 16.1” 배럴, 비용: $1500.00. 수량: 54개, The Colt® AR-15 Tactical Carbine은 표준 권총보다 강력하지만 표준 소총보다 덜 강력한 중간 전력 카트리지(.223 Remington/5.56 NATO)를 발사합니다. 특별히 훈련된 경찰관이 권총보다 더 높은 정확도로 구조물과 장갑차/순찰차의 내부와...
	5. HECKLER & KOCH MP-5 9mm Rifle, 헤클러&코흐 MP-5 9mm 소총, 비용: $500.00. 수량: 2, 고정 스톡이 있는 표준 기관단총, 길이 10"의 작은 구성, 9mm 권총탄을 발사하는 8.85" 배럴. 이 무기 시스템은 표준 권총보다 강력하지만 표준 소총보다 덜 강력합니다. 이것은 특별히 훈련된 경찰관이 권총보다 더 높은 정확도로 구조물과 장갑차 내부를 더 잘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단총신, 단무기 시스템입니다.
	6. HECKLER & KOCH MR223A3 Semi-Auto Rifle, 헤클러&코흐 MR223A3 반자동 소총, 비용: $1200.00. 수량: 4, 14.5” 소총으로 표준 권총보다 강력하지만 표준 소총보다 약한 중간 전원 카트리지(.223 Remington/5.56 NATO)를 발사합니다. 특별히 훈련된 경찰관가 기관총과 단총신 소총보다 더 높은 정확도로 구조물과 장갑차 외부를 더 잘 제어할 수 있게 해주는 중포신 소총입니다.
	7. GLOCK 20 10mm automatic pistol, 글록 20 10mm 자동 권총. 비용: $600.00. 수량: 1. 40구경 탄약에 필적하는 가스 동력(10mm)을 발사합니다. 이 총기는 탄창당 15발을 발사하는 완전 자동 기능을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인질 구조, 액티브 슈터 등과 같은 특정 상황에서 반자동 소총을 휴대하면서 완전 자동 권총을 다룰 수 있도록 특별히 훈련된 Swat 운영자가 허용하는 총기입니다.
	1. 레밍턴 모델 700 – 15년.
	2. 시그 사우어 716 DMR - 15년.
	3. 콜트 M-4 카빈 소총 - 15년.
	4. 콜트 AR-15 카빈 라이플 - 15년
	5. 헤클러 & 코흐 MP-5 - 15년.
	6. 헤클러 & 코흐 MR223A3: 20년.
	7. 글록 20 10mm 오토 - 15년.
	1. DEFENSE TECHNOLOGY, TRIPLE-CHASER SEPARATING CANISTER CS Canister, 디펜스 테크놀로지 트리플 체이서 분리 캐니스터 CS 산탄통, #1026. 비용: $30.00. 수량: 10. Triple-Chaser CS는 3개의 개별 산탄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충전물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배치되면 산탄통이 분리되어 약 20피트 떨어져 착지하여 적용 범위가 넓어집니다. 이 용기는 손으로 던지거나 ...
	2. DEFENSE TECHNOLOGY, FLAMELESS TRI-CHAMBER CS GRENADE, 디펜스 테크놀로지, 무연 3-쳄버 CS 수류탄, #1032. 비용: $30.00. 수량: 15-20. Tri-Chamber Flameless CS Grenade의 설계는 내용물이 내부 캔 내에서 연소되도록 하고 화재 위험을 줄이면서 약제를 안전하게 분산시킵니다. 수류탄은 바리케이드된 대상을 탐지 및/또는 제거하기 위한 실내 전술 상황을 위해 주로...
	2. DEFENSE TECHNOLOGY, FLAMELESS TRI-CHAMBER CS GRENADE, 디펜스 테크놀로지, 무연 3-쳄버 CS 수류탄, #1032. 비용: $30.00. 수량: 15-20. Tri-Chamber Flameless CS Grenade의 설계는 내용물이 내부 캔 내에서 연소되도록 하고 화재 위험을 줄이면서 약제를 안전하게 분산시킵니다. 수류탄은 바리케이드된 대상을 탐지 및/또는 제거하기 위한 실내 전술 상황을 위해 주로...
	3. DEFENSE TECHNOLOGY, MAXIMUM HC SMOKE MILITARY-STYLE CANISTER, 디펜스 테크놀로지, 최대 HC 연기 군용 스타일 용기, #1083. 비용: $20.00. 수량: 10. 군용 최대 연막탄은 방어 기술 #3 연막탄에서 나옵니다. 군중 관리 상황에서 야외에서 사용하도록 설계된 천천히 연소되는 대용량 연속 방전 수류탄입니다. 약 1.5~2분 동안만 회백색 연기를 방출합니다.
	4. DEFENSE TECHNOLOGY, SPEDE-HEAT CONTINUOUS DISCHARGE CHEMICAL GRENADE, 디펜스 테크놀로지, 속열 연속 방출 화학 수류탄, #1072. 비용: $35.00. 수량: <5. Speede-Heat™ CS Grenade는 약 20-40초 안에 탑재량을 방출하는 대용량 연속 화상입니다. 탑재된 화학물질은 산탄통 상단에 4개, 측면에 3개, 하단에 1개 가스 포트를 통해 배출됩니다. 이 발사 가능한...
	5. DEFENSE TECHNOLOGY, CS POCKET TACTICAL GRENADE, 디펜스 테크놀로지, CS 포켓 전술 수류탄 #1016, 비용: $25.00, 수량: 20. 포켓 전술 CS 수류탄은 작고 가볍습니다. 0.9온스. 활성제의 약 20-40초를 태울 것입니다. 4.75인치 x 1.4인치 크기로 대부분의 전술 파우치에 쉽게 맞습니다. 이것은 발사 가능한 수류탄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신호 또는 덮개 장치로 사용됩니다. 이 장치...
	5. DEFENSE TECHNOLOGY, CS POCKET TACTICAL GRENADE, 디펜스 테크놀로지, CS 포켓 전술 수류탄 #1016, 비용: $25.00, 수량: 20. 포켓 전술 CS 수류탄은 작고 가볍습니다. 0.9온스. 활성제의 약 20-40초를 태울 것입니다. 4.75인치 x 1.4인치 크기로 대부분의 전술 파우치에 쉽게 맞습니다. 이것은 발사 가능한 수류탄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신호 또는 덮개 장치로 사용됩니다. 이 장치...
	6. DEFENSE TECHNOLOGY, CS INSTANTANEOUS BLAST, 디펜스 테크놀로지, CS 인스턴트 블라스트 #1042, 비용: $25.00. 수량: 3. 순간 폭발 CS 수류탄은 실내 또는 실외 사용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 수류탄의 가루는 외부 표면의 6개의 기계 홈에서 용기를 쪼개기에 충분한 힘을 가진 작은 내부 기폭 장치가 작동할 때 방출됩니다. 이 장치는 바람을 유리하게 사용하여 감옥 마당이나 구역의 격리된 부분 내에...
	1. 자기 파괴적이거나 위험하거나 전투적인 개인
	2. 폭동/군중 통제 및 시민 소요 사태
	3. 전술적 이점을 얻을 수 있는 상황
	4. 위험한 동물
	5. 훈련 연습 또는 승인된 시연
	1. ROYAL REMINGTON 870 BREACHING SHOTGUN. 로얄 레밍턴 870 브리칭 샷건. 비용: $500. 수량: 1. 침입할 시 산탄총 브리칭 라운드를 안전하게 사용하여 데드볼트, 잠금 장치 및 경첩을 뚫을 수 있습니다. 총열 끝에 부착된 장치는 총을 올바른 위치에 확실하게 배치하고 과압을 방지하기 위해 가스를 배출합니다. 270-290fps의 속도로 깨지는 압축 아연 슬러그 발사하는 저살상 2.7인치 12게이지 산탄총입니다.
	2. DEFFENSE TECHNOLOGY 12 GAUGE 375 GRAIN ZINC FRANGIBLE BREACHING ROUND, 디펜스 테크놀로지12 게이지 375 그레인 아연 깨지는 브리칭 라운드, 비용: 라운드당 $5, 수량: 160. 라운드는 파괴 산탄총에서 발사되며 데드볼트, 잠금 장치 및 경첩을 물리치는 데 사용됩니다.
	3. 5.11 TACTICAL MINI RAM, 택티컬 미니 램, 비용: $550, 수량: 2. 이 도구는 빠른 수동 입력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작고 강력한 충돌 도구입니다. 그것은 전통적인 숫양과 멀티브리처와 함께 사용되는 타격 도구의 역할을 합니다.
	4. 5.11 TACTICAL MULTIPRY BAR, 5.11 택티컬 다중 바, 비용: $250, 수량: 3. 이 도구는 안쪽과 바깥쪽으로 열리는 스윙 도어를 강제로 들어 올리는 데 사용됩니다. 그것은 관형 강철로 구성되며 길이는 27.5인치입니다.
	5. 5.11 TACTICAL MULTISLEDGE, 택티컬 다중 슬레드, 비용: $320, 수량: 1. 이 파괴 도구는 망치, 숫양, 갈퀴 및 지렛대 역할을 합니다. 길이는 27인치이며 경화된 강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 5.11 TACTICAL EDGE BENDER, 택티컬 에지 벤더, 비용: $315, 수량: 1. 이 도구의 목적은 곡괭이와 램을 허용하기 위해 진입로에 간격을 만드는 것입니다.
	7. RAM, 램, 비용: $350, 수량: 2. 램은 자물쇠와 경첩을 부수는 데 사용되는 충격 무기입니다.
	1. 산탄총 위반: 25년.
	2. 방어기술 #22TKO 취약탄: 5년.
	3. 수동 침입 도구: N/A
	1. PepperBall VKS Carbine. 페퍼볼 VKS 카빈. 비용: $1300. 수량: 1. VKS(Variable Kinetic System)는 치명적이지 않은 페퍼볼 발사체를 발사하도록 설계된 압축 공기 구동식 발사기입니다. 페퍼볼VKS 카빈은 최적의 다용성을 위해 호퍼 모드와 매거진 모드 사이를 빠르게 전환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이중 공급 시스템을 특징으로 합니다.
	2. PepperBall FTC. 페퍼볼 FTC. 비용: $1,100.00. 수량: 2. FTC는 군중 관리 및 모바일 야전 작전을 위해 설계된 고용량 반자동 발사기입니다. 신뢰할 수 있고 정확하며 최대 180발을 수용할 수 있는 호퍼와 유연한 공기 공급원 구성이 특징입니다.
	3. PepperBall Live-X Projectile. 페퍼볼 라이브-X 발사체. 비용: 발사체당 $3. 수량: 1000. 라이브 발사체에는 농축된 PAVA 후추 가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Exhibit A Live-X의 한 라운드에는 10개의 페퍼볼 라운드가 포함됩니다. 페퍼볼 발사기에서 발사된 발사체의 속도는 280-350fps입니다. 발사체는 60피트의 직접적인 충격과 150피트 이상의 포화 영역이 있습니다. 발사체에는 5% PAVA 분...
	4. PepperBall VXR Live-X Projectile. 페퍼볼 VXR 라이브-X 발사체. 비용: 발사체당 $3. 수량: 50. VXR Live-X 발사체는 치명적이지 않은 탄입니다. 발사체에는 VXR Live 발사체의 PAVA의 약 10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발사체는 직접적인 충격이나 영역 포화에 가장 적합합니다. 페퍼볼 발사기에서 발사된 발사체의 속도는 280-425fps입니다. 발사체는 150피트의 직접적인 충격과 390피트 ...
	1. 자기 파괴적, 위험 및/또는 전투적인 개인
	2. 폭동/군중 통제 및 시민 소요 사태
	3. 전술적 이점을 얻을 수 있는 상황
	4. 위험한 동물
	5. 훈련 연습 또는 승인된 시연
	1. 페퍼볼 VKS 카빈총: 20년.
	2. 페퍼볼 라이브 발사체: 3년.
	3. 페퍼볼 Live-X 발사체: 3년.
	4. 페퍼볼 VXR Live-X 발사체: 3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