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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 커뮤니티 

발신: J. Thomas Manger 

Chief of Police 

제목: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 내 Montgomery County Police의 몸에 

부착된 감시 카메라 파일럿 프로그램 
 

몇 달 전, Montgomery County Police Department (MCPD)는 몸에 부착된 카메라 

시스템 (Body Worn Camera System-BWCS)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행하였습니다.  이 

카메라의 사용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께 나누게 되어 기쁩니다. 

 

몸에 부착된 카메라 기술은 새로운 현상이 아닙니다. 이 기술은 10여 년간 

미국 전역에서 검증되고 사용돼 왔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경찰의 몸에 부착된 

카메라 사용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몸에 부착된 카메라 사용은 법집행 

기관에서 "모범 사례"로 받아지고 있으며 경찰이 이 도구를 사용하기를 카운티, 주, 

연방정부및 대중이 기대하고 있기도 합니다. 

 

BWC (몸에 부착된 카메라)의 사용에 대해 상당한 연구가 이루어 졌습니다. 

연구 보고 결과들: 

 

 책임,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여 경찰과 커뮤니티의 관계를 강화 

 객관적이고 확실한 증거 자료를 제공 

 경찰관과 대중의 대치를 점차적으로 축소 

 경찰관의 안전으로 이르는 훈련을 통한 업무수행도의 강화와 발전을 도움 

 

2015년 7월 1일에 Maryland 의회는경찰관들이 BWC를 착용할 수 있도록 법 

집행기관이 몸에 부착된 카메라 계발과 실행을 허락하는 법안을 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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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PD에서는 Body Worn Camera Pilot Program을 개발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미 전역에 경찰청들에서 보여진 이 도구사용의 모범 사례들을 인용한 

정책을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정책의 몇 가지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Maryland Law는 법 집행관들의 정규 업무중에 BWC를 착용하고 

카메라를 사용하도록 허락합니다. 

 이 법은 위험한 상황이거나,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때를 

제외하고는 카메라 사용시 미리 알리도록 합니다. 

 BWC는 법 집행 관련 접촉 중 발생한 사건과 행위와 상황과 발언들이 

기록할 것입니다. 

 일부 학교의 지원담당 안전요원(SROs)들은 BWC를 착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에 대응하여 학교로 출두하는 일부 경찰관들은 BWC를 착용할 

것입니다.  

 경찰의 모범 사례를 따르는 MCPD 정책은 언제 카메라를 작동시킬지, 

언제 기록이 금지되어 있는지, 언제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지를 

지시합니다. 

 BWC를 항상 작동시키지는 않습니다. 

 법 집행 관련 접촉시에만 BWC를 작동시킵니다. 

 사건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면 경찰관은 BWC 작동을 

취소합니다.  

 개인이 보복이나 개인 정보 보호 우려나 민감함 때문에 범죄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기를 원치 않을 때 경찰관은 임의로 BWC를 

끌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와의 인터뷰를 기록할때 경찰관은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락커룸, 탈의실, 화장실 (범죄 조사 제외) 에서나 알몸 수색 또는 

은밀하게 BWC를 사용하여 기록할 수 없습니다. 

 BWC의 영상물은 Maryland Public Information Act에 의거해 법적 

요청에만 공개합니다. 

 BWC는 법 집행 공무가 아닌 지원담당 안전요원 (SRO)과 선생님, 교장, 

다른 MCPS 직원과의 행정적 대화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웹 사이트에 가셔서 링크를 클릭하시면 BWC 정책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JTM:m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