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은 누군가가 신체적 상해를 입을 긴박한 위험에 

처해 있거나 응급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나 

흉악한 범죄인을 쫓고 있거나 다른 급박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면 아마도 영장 없이 여러분의 

주거지에 들어갈 것입니다. 경찰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경찰이 실수를 저질렀다고 생각하면 

해명을 요구하거나 감독관 면접을 요청하십시오. 

 

자택에서 체포되었다면 경찰은 무기 또는 밀수품이 

없는지 주변을 수색하고 타인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다른 누군가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방어 

차원에서 거주지를 샅샅이 수색할 수도 있습니다. 늘 

그렇듯이 문의 사항이 있더라도 경찰을 방해하거나 

물리적으로 저항하지 마십시오. 평정심을 

유지하십시오. 나중에 얼마든지 항의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 칭찬 또는 항의 방법: 
 

경찰관이 자신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 행동했다고 

생각하는 경우 알려주십시오. 칭찬하고 싶은 

경찰관이 있다면 웹 사이트 

https://www.austintexas.gov/department/police

에서 “Recognize Austin’s Finest(오스틴 최고의 

경찰관)” 탭을 클릭하거나 Austin Police 

Mobile(오스틴 경찰서 모바일) 앱의 “Submit a 

Tip(정보 제공)”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서장실(Tel. 

(512) 974-5388)로 전화를 주십시오. Office of the 

Police Monitor(경찰 모니터링 부서) 

https://www.austintexas.gov/department/police-

monitor 또는 전화(Tel. (974) 974-9090)나 

USPS를 통해 아래 주소로 불만 및 칭찬 사항을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P.O. Box 689001, Austin, 

Texas 78768. 

 

경찰관 이름   
 

사건 번호  

 

자세한 정보: 오스틴시 

부처(City of Austin 

Departments) 

https://www.austintexas.gov

텍사스 헌법 및 주법(Texas 

Constitution & Statutes) 
www.statutes.legis.state.tx.us 

오스틴시 법규 및 법령(Austin 

City Codes & Ordinances) 
municode.com/library/tx/austin 

AustinPD 스마트폰 앱 
오스틴 경찰 모바일 앱에는 거주자들이 중요한 APD 

서비스에 직접 액세스해 정보를 제공 받고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콘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경찰서 위치, 범죄 

예방 정보, 정책에 대한 링크, 법, 정보 제공, 보고, 항의 

또는 경찰관 칭찬, 뉴스 업데이트가 포함되고 앱에서 바로 

특정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익명으로 APD에 정보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정보 제공자는 자신의 GPS 위치, 텍스트, 사진을 포함할 

수 있고 경찰관과 안전하게 양방향으로 채팅할 수 

있습니다. AustinPD는 iOS 장치의 경우 Apple의 App 

Store, Android 장치의 경우 Android Marketplace, 다른 

플랫폼의 경우 모바일 앱을 통해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http://austintexas.gov/department/austin-pd-

smartphone-app을 방문하십시오. 

 

 

 

 
 

Facebook(@AustinPolice) 또는 

Twitter.com/Austin_police를 방문하십시오. 

 

 

국민과 경찰 

경찰관과의 공정하고 안전한 

상호작용 촉진 

경찰관을 마주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관은 법에 따라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대해야 합니다. 본 팸플릿은 

귀하의 모든 법적 권리를 설명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다루지 않습니다. 여기에 기술된 

간단하고 실용적인 몇 가지 팁을 따르면 경찰관을 

마주했을 때 스트레스를 덜 받고 귀하와 경찰관의 

안전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경찰관이 귀하를 단속하는 경우 걸음을 멈추고 

지침에 따르십시오. 도망가거나 싸우지 마십시오. 

손을 보이는 곳에 두십시오. 경찰관의 조치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계속 따르십시오. 경찰관이 

부적절하게 행동했다고 생각하는 경우 법원에 

형사 고발하거나 항의할 수 있습니다. 항의하는 

방법: 

 

• 감독관 면접 요청 

• Office of the Police Monitor(경찰 모니터링 

부서)에 전화(Tel. (512) 974-9090) 또는 

인터넷(https://www.austintexas.gov/depart

ment/police-monitor)으로 문의 

구금 중인 경우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경찰 

질문에 답하기 전에 변호사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체포된 상태에서 경찰관이 요구하는 

경우 경찰관에게 이름, 주소 및 생년월일을 

밝혀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증거나 신원을 

가짜로 꾸미거나 거짓 설명이나 핑계를 대지 

마십시오. 이러한 정보가 법원에서 귀하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본 팸플릿의 

내용이 법적 자문이 아니라는 점을 

유념하십시오. 다른 질문이 있는 경우 변호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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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장실(Tel. (512) 974-5388)로 문의 

• 오스틴 PD 모바일 앱의 “Submit a 

Tip(정보 제공)” 아이콘 클릭 

• USPS를 통해 아래 주소로 문의 P.O. 

Box 689001, Austin, Texas 78768 

 

이러한 조치를 따르면 귀하, 경찰관 및 

대중을 포함해 관련된 모든 사람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경찰관과의 대화는 차량 내 오디오/영상 

장비 및/또는 신체 장착용 카메라에 

캡처됩니다. 오스틴 경찰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공정하고 공평한 법 집행을 통해 

대중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경찰관이 

귀하를 단속하는 경우 
 

귀하가 범죄 활동에 관여하고 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경우 

경찰관은 귀하를 제지하고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무기를 소지하거나 

위험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경찰관 및 대중의 안전을 위해 “몸수색”을 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저항하지 마십시오. 

 

경찰관을 방해하거나 막지 마십시오. 

체포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따르는 것이 

경찰관을 마주했을 때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의 바르고 정중한 태도로 대하십시오. 

• 침착함을 유지하십시오. 감정과 

바디랭귀지를 통제하십시오. 

• 경찰관과 언쟁하지 마십시오. 경찰관의 

행동에 불만이 있는 경우 감독관 면접을 

요청하거나 공식적으로 항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중요합니다. 처음에 

경찰관이 제지하는 경우 경찰관이 볼 수 있는 

곳에 손을 두십시오. 갑작스럽게 움직이지 

마십시오. 지갑, 가방, 차량 등록증 등을 찾을 때 

경찰관에게 말하십시오. 

• 권총 소지 허가를 받아 화기를 휴대하고 있는 

경우 경찰관에게 즉시 고지하십시오. 주 법에서 

허가증을 제출할 것만 요구하더라도 경찰관에게 

허가를 받았다는 사실과 화기의 위치를 알리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 도망가지 마십시오. 

• 무고하다고 생각해도 저항하지 마십시오. 

 

경찰관의 행동이 부적절했다고 생각하는 

경우 
 

• 경찰관의 이름, 직원 번호 및 사건 번호를 

물어보십시오. 

• 감독관에게 현장에 출동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 가능한 한 모든 사항을 기록하십시오. 대기 

시간이 길어질수록 기억하는 내용은 

감소합니다. 

• (512) 974-9090번으로 전화를 걸어 Office of 

the Police Monitor(경찰 모니터링 부서)에 

문의하고 가능한 한 빨리 해당 사건에 대한 

항의서를 제출하십시오. 

 

운전 중에 단속되는 경우 
 

귀하가 교통 위반을 범했다고 생각하는 경우 경찰관이 

자동차를 세울 것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반에는 주행 중 교통 위반(예: 신호 위반) 및 장비 

위반(예: 미등 고장)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귀하가 경찰관이 누구인지 모르듯이 경찰관도 귀하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조언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인 

교통 단속 상황을 보다 원만하게 

넘어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안전한 장소에 자동차를 세우십시오. 밤에는 

조명을 켰는지 확인하십시오. 자동차를 세우기 

전에 짧게 이동하는 경우 비상등을 켜십시오. 

• 안전한 장소에 자동차를 세우십시오. 밤에는 

조명을 켰는지 확인하십시오. 자동차를 

세우기 전에 짧게 이동하는 경우 비상등을 

켜십시오. 

• 자동차를 세운 후에 즉시 자동차를 주차 

모드에 놓고 어두우면 실내등을 켜십시오. 

• 창문에 썬팅이 되어 있는 경우 창문을 

내리십시오. 조금이라도 내리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자동차에서 내리지 말고 경찰관의 다른 

지시가 있을 때까지 잘 보이도록 손을 

핸들 위에 놓으십시오. 

• 경찰관이 요청하는 경우 운전 면허증과 

보험 증명서를 찾아 경찰관에게 

제출하십시오. 갑작스럽게 움직이지 

마십시오. 

• 범칙금 납부 통고서가 발급되는 경우 

서명하십시오. 서명한다고 해서 유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통 위반 통고서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하는 

것뿐입니다. 

• (주소가 기재된) 운전면허증, 보험, 자동차 

등록증 및 검사증과 같은 모든 문서가 현재 

날짜인지 확인하십시오. 

• 경찰관이 자동차 또는 동승인을 수색하는 

경우 수색할 근거가 없다고 생각해도 

방해하지 마십시오. 감독관에서 현장에 

출동해달라고 요청하거나 Office of the 

Police Monitor(경찰 모니터링 부서)에 

항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경찰관이 자택을 방문하는 경우 
 

경찰관은 판사가 서명한 영장을 제출할 

것입니다. 영장 사본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영장에 기재된 정보(예: 이름, 주소)가 본인과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택 수색 

영장 사본은 경찰관이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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