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명:
차량 정지는 불쾌한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차량을 세우는 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지역사회와 협력하며 공정하고 평등한 방도로 법률을 집행하며
이웃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우리의
권리를 지킴으로써 우리가 생활하며 일하고 방문하는 이곳을
안전하게 만드는 사명입니다.

있습니다:

경찰의 차량 단속에 대한 이해

TRAFFICSTOP
(차량 정지)

• 운전자가 교통법을 위반
• 운전자가 용의자와 유사
• 운전자가 범죄를 목격
• 운전자가 도움이 필요하거나 위험해
처했다고 생각
운전하는 동안 경찰이 차량을 세울 경우,
혼돈되거나 불안하거나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차량 단속은
경찰관에게도 긴장되는 일임을 알고 계십시오.
전국적으로 “일상적인” 차량 단속을 하는 동안
수 많은 경찰관이 부상 당하거나 살해 당하기도
합니다.
이 소책자에는 차량 단속 시, 운전자가 자신과
경찰관을 위해 더욱 안전하며 불쾌하지 않게

Tacoma Police Department
3701 S. Pine Street
Tacoma, Washington 98409
(253) 591-5900

경찰관에게 협조하는 전반적인 요령과 안내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워싱턴주 타코마시

www.tacomapolice.org

www.tacomapolice.org

Tacoma 경찰국

경찰이 차량을 세워
단속하는 이유
타코마시 전역에 걸쳐 생활의 질은 사람들과
차량의 자유로운 이동에 중점적으로 의존합니다.
타코마 경찰국은 이러한 자유로운 이동을 가능케
하도록 이에 필요한 질서를 성취하고 유지하는
막중한 책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차량의 이동과 관련하여 저희 당국의
주요 목표는 일반인과 경찰관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경찰관이
차량 정지를
요청했을 경우
• 도로 오른쪽에 차량을 세우고 교통 차선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 차량을 세우십시오.
• 엔진, 라디오, 테이프, CD 플레이어 또는 기타
경찰관과의 대화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장치를
끄도록 하십시오.
• 사방등 (비상등)을 켜고 저녁 시간에는 차량의
실내등도 켜서 경찰관이 문제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 창문을 내려 경찰관과 대화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차분히 마음을 가지고 탑승객이 차 안에 있을
경우, 탑승객도 차분히 하도록 부탁하십시오.
안전벨트를 계속 맨 채로 탑승객도 똑같이 하도록
부탁하십시오.

차량 단속은 타코마 경찰관이 수행하는 많은 임무
중 하나이지만 일부 시민에게는 감정적으로 매우
불쾌한 경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케이스
중, 이러한 단속은 한 개인이 법 집행관과 직접
접촉하는 유일한 경우가 될 것입니다.
타코마 경찰국의 경찰관은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고 있으며 각 차량 단속과 접촉에 대해
시민들에게 그 취지가 잘 전달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경찰관이 차량에서 내리라고 명령하지 않는 한
차량 안에서 나오지 않도록 하십시오.
• 손을 볼 수 있도록 운전대 위 “10시”와 “2시” 위치에
올려 놓으십시오. 탑승객에게도 무릎 위와 같이 볼
수 있는 곳에 손을 두도록 부탁하십시오.
• 물건을 숨기거나 찾고 있는 것처럼 경찰관이
오해하지 않도록 갑작스러운 동작을 취하지
마십시오.

차량을 정지 당했을 경우,
협조가 중요합니다.
다음 정보는 차량 단속을 하는 동안 운전자의 역할을
이해하도록 돕는 정보입니다.
• 적절한 신분증을 반드시 소지하도록 하십시오.
워싱턴주에서는 유효한 운전면허, 차량 등록증
및 보험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경찰관이 이러한
문서 제시를 요청할 경우, 문서가 있는 장소를
알려주고 천천히 꺼내되 갑작스런 동작은
피하도록 하십시오.
• 경찰관의 질문에 완전하며 분명하게 답변하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경우, 정중하게 다시
말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 다른 순찰 차량이 나타난다고 해도 놀라지
마십시오. 이는 경찰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 벌금 또는 소환장(티켓)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경찰관에게 설명을 해주도록 정중히
부탁하십시오. 언쟁은 피하도록 하십시오.
소환장(티켓)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소환장(티켓)에 대해 항쟁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 모든 차량 정지단속은 각기 상황에 따른 것이며
경찰관은 각 상황에 맞도록 행동하고 조치할
것입니다.

공 공 의 안 전 을 위해 경찰에 대한 협조는 지역사회의 책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