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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요약서
시애틀 커뮤니티 경찰 위원회 및 커뮤니티 동참

2012년, 시애틀 시는   시애틀 경찰국(Seattle Police Department, SPD)의 헌법 위반 
패턴이나 관행에 관한 미국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DOJ)의 발표 후, 시애틀 
경찰국의 개혁을 위해 DOJ와 함께 타결 합의(Settlement Agreement)를 시작하였습니다. 
타결 합의에 따라 시애틀 커뮤니티 경찰 위원회(Seattle Community Police Commission, 
CPC)가 발족되었으며, 커뮤니티의 다양성을 균형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구성원들로 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경찰국에 커뮤니티의 입장을 전달하여 개혁 절차 및 개혁 방안을 제시할 책임을 
지도록 하였습니다. CPC는 시애틀의 다양한 커뮤니티들의 관점을 이해하고 대표할 뿐만 
아니라, 경찰 서비스 개선에 대한 목소리와 의지를 커뮤니티에 전달하여 여러 커뮤니티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CPC의 첫 번째 커뮤니티 아웃리치 활동은 
2013년 10월에 있었습니다. 이 커뮤니티 
아웃리치 활동의 주요 목적은 편견 없는 
경찰 행정, 제지 및 구금, 공권력 사용, 
차량 내 비디오 녹화와 관련된 CPC의 
경찰 권고 초안에 대한 피드백을 얻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피드백은 2013년 11월 
15일에 발행된 CPC 경찰 권고안의 CPC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3년 중에 
있었던 아웃리치 활동을 통해서 CPC는 또한 
일반적인 개혁 과정, CPC의 역할, 경찰에 
대한 경험, 향후 커뮤니티 동참 활동의 
가이드라인에 관해서 커뮤니티의 여러 
관점들을 모색하였습니다.

커뮤니티의 참여 수준은 놀랄 만하였습니다. 
참여 신청에 대해 압도적인 공감을 표현하는 
참가자들과 앞으로 있을 토론에 참여할 기회를 
가지고 싶어하는 참가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 과정의 시간적인 
제약으로 인해 여러 난제들이 나타났고, 
일부 중요 협력 조직 및 선거구가 완전하게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시간적 제한이 커뮤니티의 피드백이 SPD
에서 수용하는 최종 정책 및 개혁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일부 
회의론적 우려를 자아내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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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C, 그 협력자 및 지원자들은 150회 이상의 
회의를 통해 3,400여 명의 커뮤니티 사람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Fall 2013

Connecting our communities and 
the Seattle Police Department
The 2010 shooting death by Seattle police of First Nations woodcarver John T. Williams, 
and a series of other serious incidents involving police and people of color, ignited 
public concern about excessive use of force and bias in the Seattle Police Department 
(SPD). After a federal investigation, the City of Seattle signed a settlement agreement 
with the U.S. Department of Justice (DOJ) to reform SPD practices.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details the work to be done and also mandated the establishment of the 
Seattle Community Police Commission (CPC) to provide community input on the SPD 
reform process and reform proposals. Policy changes will be made to ensure that police 
services in Seattle comply with the Constitution, and the laws of Washington and the 
United States. In addition to recommending changes in police practices, the CPC will also 
assess the need to improve the City’s police accountability system and work to promote 
public confidence in SPD. 

The CPC is reaching out broadly to the people of Seattle to discuss needed reforms. During 
October 2013, in meetings throughout the city with Seattle residents, the CPC wants to 
hear what it will take to improve trust and respect between the community and SPD, and 
to understand how SPD can improve its relations with community members. The CPC 
also wants to learn if policy recommendations under consideration make sense and if any 
changes should be made to them.

Commissioners
The CPC consists of 15 members appointed by 
the Mayor and confirmed by the City Council. 
Members represent the diversity of Seattle 
and include people from communities of color, 
ethnic and faith communities, immigrant 
communities, the urban Indian community, the 
lesbian/gay/bisexual/transgender community, 
civil rights advocates, the business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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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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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city. Our safety. Our police. Better together.

individuals familiar with the challenges faced 
by those with mental illness or substance 
abuse issues, and youth. One member is 
from the Seattle Police Officers Guild and 
one is from the Seattle Police Management 
Association. CPC members live or work in all 
five Seattle police precin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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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participating?
The CPC will arrange meetings with a wide range of community and faith organizations, 
neighborhood and youth groups, and with key partner agencies to talk about possible 
reforms. Many discussions will be sponsored by community partners engaged by the CPC to 
gather critical insight from communities particularly affected by police practices. Meaningful 
conversations with Seattle’s diverse communities and institutional stakeholders are essential. 

CPC and partners in reform
 

Creating change that will endure

Members of the CPC were appointed by the Mayor and confirmed by 
the City Council. They represent the diversity of Seattle and include 
people from communities of color, ethnic and faith communities, 
immigrant communities, the urban Indian community, the lesbian/gay/
bisexual/transgender community, civil rights advocates, the business 
community, individuals familiar with the challenges faced by those with 
mental illness or substance abuse issues, and youth. One member 
is from the Seattle Police Officers Guild and one is from the Seattle 
Police Management Association. CPC members live or work in all five 
Seattle police precincts.

The CPC works closely with other agencies to promote reform, develop 
policy recommendations and ensure accountability. Key partners 
include SPD and other agencies and departments of the City of 
Seattle, the Court-appointed Monitor who oversees the settlement 
agreement, and the DOJ. The CPC works independently of its partners 
and will incorporate community perspectives in its final policy 
recommendations. 

Our community
The CPC needs your help to create a stronger, safer and more 
connected community. All Seattle residents who have a stake in 
better policing are invited to share their thoughts about improving SPD 
practices and their ideas on how to build trust between Seattle’s 
diverse communities and SPD.

What do we want to change?
The City of Seattle established the Community Police Commission (CPC) to provide 
community input on proposed Seattle Police Department (SPD) reforms. The CPC was 
mandated under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the City and the U.S. 
Department of Justice (DOJ) which details work to be done over three years to ensure 
bias-free policing and address the past use of excessive force.

The CPC plays a key role in the reform efforts. The CPC’s charge is to represent a 
broad range of community perspectives and to reach out and engage communities 
directly, to get critical feedback, and to then recommend changes to SPD policies and 
practices. It gives community members a voice and stake in the reform process.

The CPC is depending on community involvement over the long haul—community 
perspective is needed in the short-term on suggested changes, but we also need to 
know if changes SPD makes really work. CPC will foster that dialogue over time which 
CPC believes will also build trust and strengthen community-police relations.      

CPC recommendations are intended to:
•	 Ensure	police	services	comply	with	the	Constitution,	and	the	laws	of	Washington	

and the United States
•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e	accountability	system
•	 Promote	public	confidence	in	SPD

 

  

1  
  

	  
	  
Community Police Commission Questionnaire  
Thank you for taking the time to complete this questionnaire about the Seattle Police Department and ways to 
help the police better serve our community. Your answers will be held in strictest confidence. 
  
  
1. First, please indicate whether you agree or disagree with the following statements. 
  
     

Strongly  
Agree  

  
Somewhat  
Agree  

  
Somewhat  
Disagree  

  
Strongly  
Disagree  

  
Don’t  
Know  

The  Seattle  Police  treat  people  of  all  races  and  ethnicities  equally                 

The  Seattle  Police  do  a  good  job  keeping  people  safe                 

The  Seattle  Police  serve  all  areas  of  Seattle  equally                 

The  Seattle  Police  do  a  good  job  serving  your  neighborhood                 

  

2. For each item, please indicate how often you think Seattle Police officers do these things. 
  
     

Very  
Often  

  
Somewhat  
Often  

  
Not  That  
Often  

  
Almost  
Never  

  
Don't  
Know  

Engage  in  racial  profiling                 

Treat  people  differently  because  of  their  race                   

Treat  people  differently  because  of  their  gender  or  gender  
identity  

              

Stop  people  in  cars  without  good  reason                 

Stop  people  on  the  street  or  in  public  places  without  good  
reason  

              

Use  excessive  physical  force                 

Use  verbally  abusive  language                 

Use  racial  slurs  towards  minorities                 

Use  homophobic  slurs  towards  minorities                 

Harass  people  for  no  good  reason                 

Treat  people  respectfully                 

Quickly  solve  crimes  and  arrest  criminals                 

How do 
we create 
change?

True public safety can only happen when 

the community and police work together. 

600 Fourth Avenue, Seattle, WA 98104

Our city. Our safety. Our police. Better together.

Your voice will 

be heard, and it will 

make a difference!

The Commission is committed to effective, fair policing.

www.seattle.gov/policecommission

How to be involved:

Sign up for CPC’s email listserv at 

OCPC@seattle.gov.

Go online to CPC’s website at www.

seattle.gov/policecommission:

•	Find information about CPC 

meetings which are open to the 

public and review meeting minutes. 

•	Review materials about proposed 

policy changes.

•	Complete an online questionnaire 

about how to improve SPD 

practices and community relations.

•	Comment or provide suggestions for 

topics or issues that the CPC should 

look into (or mail comments and 

suggestions to PO Box 94749, Seattle, 

WA 98124-4749).

Contact us to have CPC representatives 

meet with your group, or to offer ideas 

for how we can better reach community 

members.

Contact us

Seattle Community Police Commission

OCPC@seattle.gov, 206-233-2664 

www.seattle.gov/policecommission

600 Fourth Avenue, Seattle, WA 98104

Nuestra ciudad. Nuestra seguridad. Nuestra policía.  Mejor juntos.

Escucharemos su  

opinión y esta  

marcará la diferencia.

La Comisión está comprometida con una vigilancia policial 

eficaz y justa.

www.seattle.gov/policecommission

Cómo involucrarse:

Inscríbase en nuestro servidor de listas 

de la CPC en OCPC@seattle.gov.

Ingrese al sitio web de la CPC en  

www.seattle.gov/policecommission:

•	Obtenga información sobre las 

reuniones abiertas al público de la 

CPC y revise las minutas de  

las reuniones. 

•	Revise los materiales relacionados  

con cambios propuestos para el  

plan de acción policial.

•	Complete nuestro cuestionario  

en línea sobre cómo mejorar las 

prácticas del SPD y las relaciones  

con la comunidad.

•	Realice comentarios o envíe sugerencias 

relacionadas con temas o problemas 

que la CPC debería investigar (o envíe su 

comentario o sugerencia por correo a  

PO Box 94749, Seattle, WA 98124-4749).

Comuníquese con nosotros para solicitar 

que un representante de la CPC se reúna 

con su grupo o para sugerir ideas  acerca de 

cómo podemos mejorar nuestra llegada a los 

miembros de la comunidad.

Comuníquese con nosotros

Comisión de Policía de la Comunidad de 

Seattle OCPC@seattle.gov, o 206-233-2664 

www.seattle.gov/policecommission

¿Cómo 
creamos un 
cambio? 
La verdadera seguridad pública solo es posible  

cuando la comunidad y la policía trabajan en conjunto. 

Span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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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분명

히 달라질 것입니다!

CPC는  효과적이고 공정한 경찰 활동을 약속합니다.

www.seattle.gov/policecommission

참여 방법

OCPC@seattle.gov 를 통해 CPC 

이메일 리스트서브에 등록합니다.

CPC 웹사이트 www.seattle.gov/

policecommission를 방문하여

• 공개로 진행되는 CPC 회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회의록을 

검토합니다.

• 정책 수정안에 대한 자료를 

검토합니다.

•	SPD 관행과 지역사회 관계를 

개선할 방법에 관한 온라인 

설문지를 작성합니다.

•	CPC가 검토해야 할 화제나 쟁점에 

대해 논평하고 제안합니다. (PO	Box	

94749,	Seattle,	WA	98124-4749

로 논평과 제안을 우송하실 수도 

있습니다.)

CPC 대표자와 귀하의 소속 단체와의 

만남을 요청하거나 CPC가 지역사회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찾아갈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십시오.

연락처
시애틀 지역사회 경찰 위원회

OCPC@seattle.gov, 206-233-2664 

www.seattle.gov/policecommission

 

변화는 어떻
게 만들 수  
있을까요?
진정한 공공 안전은 지역사회와 경

찰이 함께 협력할 때 가능합니다.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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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Fourth Avenue, Seattle, WA 98104  我们的城市。我们的安全。我们的警察。 共同实现更高的目标。

您的意见将被 
听取， 并因此 
带来不同！

委员会致力于保证 有效、公正的警务。

www.seattle.gov/policecommission

参与方式：

发送电子邮件至 OCPC@seattle.gov. 
加入 CPC 的电子邮件邮寄列表。

在线访问 CPC 网站 www.seattle.
gov/policecommission:

• 了解向公众开放的 CPC 会议信息以
及查阅会议记录 

• 查阅关于政策改革提议的材料。

• 填写关于如何改善 SPD 实务和社区
关系的在线调查问卷

• 评论或对 CPC 正在考虑的主题或问
题提供意见（或将您的意见或建议
邮寄至：PO Box 94749, Seattle, WA 
98124-4749）。

联络我们，以要求 CPC 代表与您的组织
会面，或者就我们应如何更好地接洽社
区成员提供意见。

联系我们
西雅图社区警察委员会
OCPC@seattle.gov, 206-233-2664 
www.seattle.gov/policecommission

我们如 
何创造 
改变？
只有当 社区与警察携手合作时 才能
创造真正的公共安全。

Simplified Chi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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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Fourth Avenue, Seattle, WA 98104
Magaaladena, Ammaankena. Boliiskena,  Waan isku fiicanahay.

Waa la maqli doonaa 
codkaada, waxayna ku  
yeelan doontaa saamayn!

Guddiga waxaa dhab ka ah in ay si wanaagsan u qabato 
hawsha boliiska iyo in ay dhowrto cadaaladda.

www.seattle.gov/policecommission

Sida looga qeybgalo:

Isku qor liiska emailka CPS, booga 
internetka OCPC@seattle.gov.

Gal internetka, bogga CPC  
www.seattle.gov/policecommission:

•	Hel macluumaad ku saabsan shirarka 
CPC ee u furan dadweynaha iyo fiiri 
qoraalada laga sameyay shirarka. 

•	Fiiri qoraalada laga sameyay talooyinka 
laga soo jeediyay isbaddalada.

•	Dhamaystir su’aalaha internetka ee ku 
saabsan sida loo hagaajiyo dhaqanka 
SPD iyo xariirka bulshada.

•	Faalo ka bixi ama talo ka soo jeedi 
mowduucyada ama arrimaha loo 
baahan yahay in CPC fiiriso  
(ama boostada ku soo dir faalada iyo 
talooyinka: PO Box 94749, Seattle, WA 
98124-4749).

Nala soo xariir is wakiilada CPC ula kulmaan 
kooxdaada, ama si aad u soo jeedisid fikrado 
ku saabsan sida wanaagsan ee loola xariiri 
karo xubnaha bulshada.

Nala soo xariir
Guddiga Boliiska Bulshada Seattle
OCPC@seattle.gov, 206-233-2664 
www.seattle.gov/policecommission

 

Sidee ayaan 
u samaynaa  
isbaddal?
Dhab ahaan, ammaanka dadweynaha waxaa la 
heli karaa oo keliya marka bulshada iyo boliiska 
wada shaqeyaan.

Soma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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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Fourth Avenue, Seattle, WA 98104

我們的城市。我們的安全。我們的員警。 共同實現更高的目標。

您的意見將被 
聽取， 並因此 
帶來不同！

委員會致力於保證 有效、公正的警務。

www.seattle.gov/policecommission

參與方式：
發送電子郵件至OCPC@seattle.gov. 加入 CPC 的電子郵件郵寄清單。
線上造訪 CPC 網站 www.seattle.gov/policecommission:
• 瞭解向公眾開放的 CPC 會議資訊以及查閱會議記錄。
• 查閱關於政策改革提議的材料。
• 填寫關於如何改善 SPD 實務和社區關係的線上調查問卷。
• 評論或對 CPC 正在考慮的主題或問題提供意見（或將您的意見或建議郵寄至：PO Box 94749, Seattle, WA 98124-4749）。

聯絡我們，以要求 CPC 代表與您的組織會面，或者就我們應如何更好地接洽社區成員提供意見。

聯絡我們
西雅圖社區員警委員會
OCPC@seattle.gov, 206-233-2664 www.seattle.gov/policecommission

我們如 
何創造  
改變?
只有當 社區與員警攜手合作時 才能創造真正的公共安全。

Traditional Chi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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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Fourth Avenue, Seattle, WA 98104

Ating lungsod. Ating kaligtasan. Ating pulisya. Mas maganda kung sama-sama.

Pakikinggan ang iyong  boses, at gagawa  ito ng pagbabago!

Naninindigan ang Komisyon sa mahusay at patas  na pagpupulisya.

www.seattle.gov/policecommission

Paano sumali:
Mag-sign up sa email listserv ng CPC sa OCPC@seattle.gov.
Mag-online sa website ng CPC sa www.seattle.gov/policecommission:•	Maghanap ng impormasyon tungkol sa mga pagpupulong ng CPC na bukas sa publiko at suriin ang mga katitikan ng pagpupulong. •	Suriin ang mga materyales tungkol sa mga ipinapanukalang pagbabago sa patakaran.

•	Sagutan ang isang online questionnaire tungkol sa kung paano papaghusayin ang mga kasanayan at ugnayan sa komunidad ng SPD.

•	Magkomento o magbigay ng mga suhestiyon para sa mga paksa o isyu na dapat siyasatin ng CPC (o magpadala ng mga komento at suhestiyon sa PO Box 94749, Seattle, WA 98124-4749).Makipag-ugnay sa amin upang makipagpulong ang mga kinatawan ng CPC sa iyong pangkat, o upang mag-alok ng mga ideya kung paano namin mas mahusay na maabot ang mga miyembro ng komunidad.

Makipag-ugnay sa aminSeattle Community Police CommissionOCPC@seattle.gov, 206-233-2664 www.seattle.gov/policecommission

Paano tayo 
gagawa ng  
pagbabago?
 Maaari lang mangyari ang totong kaligtasan ng publiko kapag magtutulungan ang komunidad at ang pulisya. 

Taga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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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Fourth Avenue, Seattle, WA 98104

Thành phố của chúng ta. Sự an toàn của chúng ta. Cảnh sát của chúng ta.  Cùng nhau tiến bộ.

Chúng tôi sẽ lắng nghe ý  kiến của quý vị, và điều này  sẽ làm nên sự khác biệt!

Hội Đồng cam kết kiểm soát có hiệu quả, công bằng.

www.seattle.gov/policecommission

Cách tham gia:
Đăng ký nhận email listserv của chúng 
tôi tại địa chỉ OCPC@seattle.gov.Truy cập trực tuyến trang web của 

chúng tôi tại địa chỉ www.seattle.
gov/policecommission:•	 Tìm thông tin về các cuộc họp CPC sẽ 

được tổ chức trong cộng đồng và xem 
xét biên bản cuộc họp. •	 Xem xét tài liệu về những đề xuất thay 

đổi chính sách.
•	 Hoàn tất bảng câu hỏi trực tuyến của 

chúng tôi về cách cải thiện hoạt động 
của SPD và mối quan hệ cộng đồng.

•	 Nêu ý kiến đóng góp hoặc đề xuất về 
những chủ đề hoặc vấn đề mà CPC nên 
xem xét (hoặc gửi thư đóng góp và đề xuất 
qua đường bưu điện đến PO Box 94749, 
Seattle, WA 98124-4749).Liên hệ với chúng tôi để đề nghị các đại 

diện CPC gặp gỡ với nhóm của quý vị, hoặc 
để đề xuất ý kiến về cách chúng tôi có thể 
tiếp cận các cộng đồng tốt hơn.

Liên hệ chúng tôiHội Đồng Cảnh Sát Cộng Đồng Seattle
OCPC@seattle.gov, 206-233-2664 
www.seattle.gov/policecommission

 

Làm thế nào chúng ta tạo  nên sự thay đổi?
Công chúng chỉ có thể thật sự an toàn khi 
cộng đồng và cảnh sát cùng phối hợp làm 
việc với nhau.

Vietnam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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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들은 개혁 절차에 대한 대중들의 신뢰가 
궁극적으로 개혁 절차에 대한 눈에 보이는 
증거에 달려 있을 것이라는 점을 확실히 
하였습니다. 커뮤니티와 계속되는 대화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진행 정도를 보고하며, 
여기에는 CPC 권고안을 통합한 정책의 수용 
정도, 최종 정책에 어떻게 커뮤니티의 의견이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정보 및 일반적인 
개혁 노력, 경찰 사례에 대한 하드 데이터 추적 
및 연례 커뮤니티 설문조사 결과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참가자들은 대중들이 자신들의 
권리, 이의 제기 방법, 경찰 책임 체제의 
운영 방식 및 개혁 절차에 관한 정보를 
기다리고 있다고 확신하였습니다.

CPC는 지속적으로 커뮤니티와 경찰 간의 
관계를 개선하고 특정 경찰 
사안에 대한 커뮤니티의 견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대화를 
함께 나눌 기회를 마련하여 
커뮤니티의 입장을 들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2013년, CPC 경찰 실무팀은 
DOJ 및 미국 연방 지방 검찰청
(Attorney’s Office), 시애틀 
경찰 모니터 팀
(Seattle Police 
Monitor Team), 
시애틀 검찰청
(Seattle City 
Attorney’s Office), 
SPD(특별히, 준수 
팀 및 감사, 정책 및 
심사부), 워싱턴 주 

응용 범죄학 교육 위원회(Washington State 
Criminal Justice Training Commission), 
전문 책임성 감사관실(Office of Professional 
Accountability Auditor) 및 시애틀 인권 
위원회(Seattle Human Rights Commission)
의 여러 팀원들과의 협업 및 기술적 지원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과 요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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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C는 이 대표자가 없는 커뮤니티의 
구성원들을 초대하고 접근하기 어려운 집단에 
직접 찾아갈 13개 커뮤니티 기반 조직과의 
계약을 통해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 대한 
접근을 통해 안전 포럼을 열어 경찰국의 
개혁에 대해 이러한 사람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 
아웃리치 활동에 전체적으로 100곳이 넘는 
조직이 참여해 주었습니다. 

CPC, 그 협력자 및 지원자들은 150회 이상의 
회의를 통해 3,400여 명의 커뮤니티 사람들과 
함께하였습니다. 3,000장이 넘는 설문 
조사지를 통해 참가자들로부터 질적 및 양적 
피드백을 받았으며, 조력자분들이 회의 중에 
식별된 주요 주제들을 광범위하게 문서화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설문조사가 
영어로 작성된 반면, 464개 설문조사는 영어 
이외의 언어로 번역되어 작성되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CPC 설문조사는 광범위한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으로, 시애틀에서 거주하거나 
근무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커뮤니티에 
관한 통계 표상적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고안 또는 실행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비교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CPC 설문조사의 
많은 질문들이 시애틀의 경찰 개혁에 
대한 타결 합의를 감독하는 연방 모니터
(Monitor)에서 작년에 의뢰한 커뮤니티 
설문조사의 질문과 유사하였습니다. CPC 
설문조사에서는 추가 질문이 몇 가지 있었고,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정보를 보다 더 많이 
수집하였습니다. 전화를 통해 영어로 이루어진 
모니터(Monitor)의 설문조사는 유용한 정보와 

함께 시애틀 시민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제공해 줍니다. 그러나 CPC는 커뮤니티의 
태도에 대한 보다 완전한 그림을 얻기 위해서 
전통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사람들과 
경찰 관행에 있어 실질적인 관심이 있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정당한 접근을 보장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CPC 설문조사는 
여러 언어로 진행되고, 소외된 커뮤니티에서 
촉진 회의를 수행하며, 명망 있는 커뮤니티 
지도자들이 주도하였습니다. 정신 관련 질병 
및 기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의견을 얻기 위해 특히 힘을 기울였습니다. 
모니터(Monitor)는 CPC 설문조사 결과가 
SPD에 관한 커뮤니티 태도의 완전한 
기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유용하다는 것에 
동의하였습니다.

인구 통계

CPC는 대표자가 제대로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겠다는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였습니다. 설문조사의 72%가 
유색인종이라고 스스로 신분을 밝힌 개인들이 
참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위원회는 "
유색인종"이라는 용어가 다른 함축적 의미가 
있으며, 여기에서는 비록 확연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백인으로 신분을 밝히지 않은 
사람들을 설명하고자 함임을 인정합니다) 
이민자 또는 난민으로 신분을 밝힌 사람들도 
24%가 넘었습니다. 12%가 18세 미만이었고, 
18%가 18세에서 25세 사이, 23%가 56
세 이상이었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분포는 
일반적으로 균등하였으며(각각 49%와 48%), 
1%의 트랜스젠더가 있었습니다. 16% 정도가 
게이, 레즈비언 또는 양성애자였습니다.

2013년 커뮤니티 아웃리치 과정
CPC는 개혁 절차와 관련된 일반 대중, 경찰관, 조합 대표자, 다른 주요 관계자들의 견해를 
모색하였으며, 위원들은 특히 역사적으로 SPD와 껄끄러운 관계를 맺고 있거나 예전부터 
전통적으로 절차를 만드는 과정에 대해 뚜렷한 대표자가 없었던 시애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였습니다.

성과 요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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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우의 평등성

대다수 사람들(68%)이 SPD가 다른 인종 및 
민족의 사람들을 평등하게 대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65%는 SPD가 시애틀 전역에서 
균등하게 경찰의 본분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2/3 이상의 사람들이 
시애틀 경찰은 노숙자 또는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처럼 제대로 대우해주지 
않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50% 이상은 정신 
장애 또는 알코올이나 약물 중독, 젊은 사람들 
및 이슬람이나 중동 혈통의 사람들을 평등하게 
대우하지 않고 있다고 느끼고 있으며, 
40% 이상은 LGBT(성 소수자) 커뮤니티 
구성원들도 다른 사람들처럼 제대로 대우받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응답자들은 경찰들은 아주 자주 또는 어느 
정도 자주 부정적 행위에 연루된다고 
일반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다르게 대우하는 근거로는 인종(73%), 인종 
프로파일링(69%), 과도한 물리력 사용(60%)

의 순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두 
가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정적 행동 모두가 
50%를 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PD와 책임 프로세스와의 상호 작용

응답자의 거의 1/3이 SPD에 이의 제기를 
하였었고, 이들 중 57%는 SPD의 처리 방식에 
만족하지 못하였습니다. 거의 2/3(64%)에 
달하는 사람들이 SPD와 개인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거나 그 가족 중에서 개인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며, 
이 중 60%가 그 경험이 부정적이었다고 
하였습니다. SPD와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의견에 관해 묻는 개방형 질문을 
하였고 71%의 완전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그 의견의 거의 절반(48%) 정도가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게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의견에서 신체적 또는 언어적 공격성을 
보이는 경찰(14%), 예의를 무시하고/무례하게 
행동하는 경찰(13%)에 관한 우려 사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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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은 SPD에 필요한 변화가 
무엇인지를 식별하고, 아이디어와 솔루션을 제시하며, CPC 
경찰 권고 초안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많았고, 경찰의 차별(12%)에 대한 우려 
사항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SPD 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설문조사에는 또한 SPD의 성과를 개선하려는 
방법에 관한 질문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피드백을 제공한 여러 지역별 특수 요소들이 
CPC의 경찰 권고 초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우 큰 퍼센티지(75% ~ 88%)의 사람들이 이 
절차가 차이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또는 
만들어 낼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결과

설문조사 응답자들의 대다수가 경찰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시민의 안전을 지켜주고, 이웃에 
좋은 일을 하며, 시민들을 존중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비교적 전반적으로 높은 점수를 
주었습니다. 정리하자면, 비록 응답자들이 
전체적으로 커뮤니티에서 경찰들이 자신들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잘 수행하고 있다고 믿고 
있기는 하지만, 이 설문조사를 작성하였던 
대다수의 응답자들은 SPD가 일부 사람들을 
불평등하게 대우하고 SPD 경관들이 많은 
부정적인 행위에 가담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커뮤니티 회의에서 도출된 주요 
안건

커뮤니티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은 SPD
에 필요한 변화가 무엇인지를 식별하고, 

아이디어와 솔루션을 제시하며, CPC 
경찰 권고 초안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설문 조사 결과와 일맥상통하는 
주요 안건들이 회의에서 도출되었습니다. 이는 
일부 경찰관들이 보여주는 편견, 부당한 시민 
제지, 불필요한 물리력 사용, 적절한 차량 내 
비디오 녹화 장비를 배치하지 않는 방식으로 
정밀조사를 회피하는 행위들에 대한 시민들의 
확신과 경험으로 인해 SPD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이 자리잡고 있는 배경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편견

회의에 참석하였던 사람들은 경찰들이 
프로파일링을 비롯해 다른 문화와 관습에 
대한 이해와 용인의 부족, 무례, 결례, 
위협 및 괴롭힘을 포함한 기타 행동 등으로 
편견을 저지른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시민들은 경찰이 일부 범죄 피해자들 및 
일부 이웃 시민들이 올바른 경찰 서비스를 
받지 못하여도 이를 묵인하고 있으며, 이는 
개인적인 편견이나 편견을 야기하는 제도적 
관행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배경의 경찰관을 고용하고 경찰관들이 
다양한 시민들과의 업무 수행 시 필요한 
필수적인 능력을 제공해 주는 효과적인 
문화적 역량 및 기타 교육(예: 위기 개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한 강력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의 제기 사안을 추적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며, SPD에서의 편견 발생 
건수 감소의 성공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강력한 책임 체제의 필요성에 대한 강력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편견 없는 경찰 행정에 
대한 CPC 정책 권고안의 강력한 뒷받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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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으며, 일부에서는 시민들이 편견에 대한 
이의 제기 신고와 관련하여 자신들의 권리를 
알고 관련 조사 과정의 처리 방식 등을 아는 데 
필요한 교육적인 요소들을 제안하였습니다.

제지 및 구금

많은 사람들은 일부 시민들이 인종 및 그 
외 프로파일링, 편견, 관습에 대한 무시, 
범죄 경력 또는 그 외 유효하지 않은 이유로 
부당하게 제지를 당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경찰관들이 제지 및 구금할 수 있는 
자신들의 권한의 제한선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고, 많은 커뮤니티 사람들이 이 
같은 상황에서 자신의 권리를 잘 알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교육을 
제공하고, 경찰관들에게는 이 영역에서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며, 제지를 
받았을 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 
도구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록 많은 
참가자들이 CPC 정책 권고안의 취지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특히 제지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한 점), 일부에서는 권고안이 
문제를 총체적으로 다루지 못하였다는 우려도 
나타냈습니다. CPC의 편견 없는 경찰 행정 
정책 제안에 따라, 경찰에 의해 제지를 받은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편중적인 처우 
패턴을 식별하기 위해 제지 사례를 문서화하고 
추적하도록 하는 데 있어 그 근거가 
되었습니다.

공권력의 사용

가장 중요한 우려 사항은 바로 경찰들이 너무 
자주 불필요한 때에 공권력을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때로는 괴롭힘이나 학대에 
기대어 이런 상황이 악화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커뮤니티 내에서의 
개인적 경험이나 알고 있었던 사실들을 
인용하였습니다. 대부분의 관련 해결책으로는 
다루기 힘든 사람들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 
경찰관을 교육하고, 사건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고, 시민들에게 공권력 사용에 
대한 규정 및 사건을 신고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관의 채용 및 지속적인 지원 제공에 
대한 여러 전략이 제안되기도 했습니다. 
SPD의 정책 제안은 복잡하고 번잡하여 이 
정책이 간소화되고 명확해진다면 경찰관과 
시민들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비록 일부에서는 최소 
공권력 사용 사건에 대해서도 보고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참가자들은 최대 공권력 사용 사건에 대한 
신고와 조사에 관련하여 SPD 정책 제안을 
지지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은 시민 불복종과 
연관된 상황에서 이용되는 공권력 사용과 
단계적 축소 표준을 수립하는 정책을 
포함하여 여러 추가적인 정책 권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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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내 비디오 녹화

커뮤니티 구성원들은 경찰의 차량 내 비디오 
녹화기 이용에 관해 상당히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찰관 재량권을 
매우 제한해야 한다는 것에 호의적이었습니다
(항시 카메라가 켜져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일부 찬성을 포함, 카메라의 자동 
트리거링). 시민들이 경찰 조치를 문서화할 
수 있는 자신들의 권리뿐만 아니라 녹화에 
대한 수동 및 자동 메커니즘 모두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커뮤니티의 교육 필요성도 
강조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녹화 정책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효과적인 책임 체제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습니다. 또한, 대부분이 
CPC 권고안을 지지하였고, 일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녹화가 경찰과 시민 모두에게 
최대 관심 사항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일부는 
특히 경찰차를 사용하지 않는 경찰관들을 
위한 신체 부착 카메라의 가치를 조사해 볼 
것을 제안하였고, 많은 사람들은 녹화의 
이용 가능성이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프라이버시 권리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면서 
정책에서 이 어려운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향후 변화에 대한 방안

비판에도 불구하고, 참가자들은 SPD 경찰에 
관한 여러 우호적인 관점을 나누고, 다양한 
개선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일부 참가자는 
SPD 경찰관들과의 경험이 서로를 존중하는 
긍정적인 경험이었다고 말하였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은 한 명의 "나쁜" 경찰관이 
경찰국 전체의 명성에 오점을 남길 수 있다고 
말하였고, 일부는 SPD 경찰관들의 명성을 
부당하게 흐린 다른 관할권 경찰관들의 
불량한 행실을 지목하기도 하였습니다. 젊은 
참가자들은 경찰관들을 신뢰하며 경찰관들의 
행동에 대한 좋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 경찰관들은 시민 존중의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이 젊은이들이 직면하고 
있었던 문제와 관련하여 도움을 제공하고 
보살펴 주었다고 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겹치는 핵심 사안은 바로 시애틀의 여러 
다양한 커뮤니티와 경찰관들이 연결 
고리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경찰들이 담당하고 있는 커뮤니티와 
어떻게 더 나은 연결 고리를 형성할 
수 있을지에 관한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연결 고리로 효과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 현재 존재하고 
있는 예전의 채널을 통한 커뮤니케이션과 
관계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와 2014년을 위한 다음 
단계

커뮤니티 동참 보고서

2013년 CPC 커뮤니티 동참 활동 결과에 
대한 보고서는 타결 협정 당사자들 및 그 
외 높은 관심을 가진 시민들, 시애틀의 
공공 안전 및 경찰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과 이 아웃리치 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 CPC와 협력하고 있는 조직과 
개인들에게 발행될 것입니다. 

수용된 정책의 심사

법원에서 이미 SPD에 대한 새로운 공권력 
사용 정책에 대해 승인을 내렸으며, 편견 
없는 경찰 행정, 제지 및 구금 및 차량 내 
비디오 녹화에 대한 최종 정책은 2014
년 초 승인받아 준비될 것입니다. CPC는 
승인된 정책을 심사하고, CPC에서 제안한 
핵심 조항들이 얼마만큼 추가되는지를 
평가하고, 최종 정책의 조항들을 다시 
커뮤니티에 알려주며, CPC의 권고안을 
절차를 통해 만들어진 최신 정책과 
비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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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책에 대한 SPD 교육의 심사 및 
권장사항

2014년 CPC는 편견 없는 경찰 행정, 제지 
및 구금, 공권력 사용 및 위기 개입을 포함한 
여러 영역에 대한 교육과 관련하여 교육 
커리큘럼과 관련 주제에 대한 권고사항을 
제시할 것입니다. CPC 권고 사안의 마감 
시일은 서로 다른데, 일부는 1분기 기간 동안 
제공될 예정이며, 나머지는 2분기 기간 동안 
제공될 계획입니다.

강제적 조치 패턴에 관한 데이터 분석 및 
권고 사안

새로운 편견 없는 경찰 행정 정책에 따라, 
SPD는 CPC와 협력하여 특정 인종, 민족 
또는 국적 그룹에 대해 불균형적 강제력이 
발생하는 영역을 식별하고, 불균형적인 
결과를 덜 양산해 낼 수 있는 다른 동일한 
효과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CPC와 함께하는 조사관들은 해당 
프로젝트를 뒷받침하는 체포, 제지, 구금, 
소환 및 공권력 사용에 관한 SPD 데이터를 
분석할 것입니다.

SPD 책임성에 관한 검토 및 권고 사안

CPC는 또한 전문 책임성 감사관실(OPA)
의 정책, 구조, 프로세스를 포함하여 SPD
의 책임 체계를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4월 
30일까지 이 영역에 대한 권고 사안 수립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CPC는 승인된 정책을 심사하고, CPC에서 제안한 핵심 
조항들이 얼마만큼 추가되는지를 평가하고, 최종 정책의 
조항들을 다시 커뮤니티에 알려주며, CPC의 권고안을 
절차를 통해 만들어진 최신 정책과 비교하게 됩니다.

SPD 아웃리치 활동에 관한 검토 및 권고 
사안

CPC는 또한 SPD의 커뮤니티 아웃리치 활동 
개시에 대해 보고할 책임이 있으며, 경찰국에 
대중 신뢰를 높이는 데 사용되는 전략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2014년에 대한 이 작업의 
타임라인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커뮤니티 동참 실무팀

Claudia D’Allegri와  
Kate Joncas, 공동 
의장
Jay Hollingsworth
Diane Narasaki
Rev. Harriett Walden
 

편견 없는 경찰 행정 

실무팀

Jay Hollingsworth와  
Rev. Harriett Walden,  
공동 의장
Claudia D’Allegri
Lisa Daugaard
Marcel Purnell
 

제지 및 구금 실무팀

Bill Hobson와  
Jennifer Shaw, 공동 
의장
Lisa Daugaard
Kate Joncas
Joseph Kessler
Kevin Stuckey
Rev. Aaron Williams
 

공권력의 사용            

실무팀
Joseph Kessler와  
Rev. Aaron Williams,  
공동 의장
Jay Hollingsworth
Kate Joncas
Jennifer Shaw
Kevin Stuckey
Rev. Harriett Walden

실무팀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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