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애틀 경찰국  

Body-Worn Video Program(신체 부착 비디오 프로그램) 

자세한 정보는 www.seattle.gov/police/bodyworn을 방문하세요 

업데이트: 2017년 12월 14일 

 

프로그램 목표 

시애틀 경찰국(SPD)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높이고 경찰관의 행동에 보다 큰 투명성 제공  

경찰과 시민 간의 법 집행 상황 녹화로 

경찰의 책임과 효과적인 범죄 수사에 유용한 

정보 제공 

 

 

범위 

• 모든 구역에서 일하는 제복 차림 우수 경찰 

850명의 카메라 부착 

• 일부 특수 부대(SWAT, 오토바이 교통 경찰 

등) 요원들의 카메라 부착 

• 순찰차는 순찰차에 부착된 비디오 카메라 

사용 지속 

세부사항 

• SPD는 카메라, 디지털 저장기기, 

소프트웨어 사용을 위해 Axon과 계약  

• 제복 차림의 경찰관은 상체에 카메라 부착 

• 영상은 암호화되어 외부의 사설 원격 

서버(“클라우드”)에 안전하게 저장 

• 권한이 부여된 SPD 요원만 저장된 영상 

자료를 직접 열람 가능 
• 주 법률에 따라 민감한 부분은 흐릿하게 

처리해 특정 상황에서 영상이 일반 

대중이나 다른 기관에 공개될 수 있음 
• 영상 공개 자료는 대중/미디어의 요청, 

기소 증거나 조사의 일부로 사용될 수 

있음 
 

역사 

• 2015년 초 실험용 시범 프로그램 - 카메라 

사용에 대한 대중 및 경찰의 반응 파악 

• 경쟁 입찰 절차에 따라 2016년 12월 

Axon과 카메라 자재 계약 체결 

• 2016년 12월 서부 구역 바이크 순찰대와 

함께 3개월 시범 프로그램으로 부서 내 

사용에 대비한 정보 수집 시작 

• 2017년 5월, SPD의 신체 부착 비디오 

정책이 Department of Justice(미국 

법무부)와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의 

일환으로 연방 판사의 승인을 받음 

커뮤니티 참여 

Seattle City Council(Seattle 시의회)은 

SPD에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2차례의 

커뮤니티 참여를 지시했습니다. 이 과정에는 

Seattle Community Police 

Commission(시애틀 커뮤니티 경찰위원회),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ACLU, 미국 

시민 자유 연맹), Coalition Ending Gender-

Based Violence(성별 기반 폭력 근절 

연합)와 같은 단체의 커뮤니티 회원과의 정기 

회의, 대규모 그룹 토의(90명 이상의 

커뮤니티 지도자 초청), 공공 회의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현황 

• Seattle City Council은 2017년 2월에 

프로젝트 기금을 발급했습니다. 

• 시장은 행정 명령 2017-03을 발표하여 

SPD에 시 전역의 경찰관 훈련 및 신체 

부착 카메라 배치를 시작하도록 

지시했습니다.  

• 카메라는 구역별로 다음 일정에 맞춰 

배치되고 있습니다. 서부 구역 - 2017년 

9월, 북부 구역 - 2017년 10월, 동부 

구역 - 2017년 11월, 남부 구역 - 

2017년 12월, 남서부 구역 - 2018년 

1월 

 

http://www.seattle.gov/police/bodyworn


경찰관이 녹화를 시작/종료하는 상황 

 

녹화 시작 
 

• 911로 걸려온 전화 

• 트래픽 및 합리적인 의심에 대한 

임시 구금("Terry stop") 

• 경찰관의 범죄 행위 목격 

• 체포 및 압수 

• 차량, 사람, 건물의 수색 및 조사 

• 의심되는 수송 

• 차량 추적 

• 용의자, 희생자, 증인 심문 
 

녹화 종료 
 

• 거주자 또는 집에 있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개인 거주지에 들어가기 전 

경찰에게 카메라를 끄도록 지시하는 

상황(범죄가 진행 중이거나 경찰이 

영장을 소지한 경우는 예외) 

• 경찰관이 수사를 완료한 상황 

• 경찰관이 사건 내 누구와도 추가 

접촉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 
 

 

 

 

경찰관이 녹화하지 않는 상황 또는 녹화할 재량이 있는 상황 

 

녹화하지 않는 상황(진행 중인 범죄와 

같은 직접적인 법 집행 목적 제외) 
 

• 화장실 내 

• 교도소 내 

• 의료, 정신 건강, 상담, 치료 시설 내 

장소 

• 거주자 또는 집에 있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개인 거주지에 들어가기 전 

경찰에게 카메라를 끄도록 지시하는 

상황(범죄가 진행 중이거나 경찰이 

영장을 소지한 경우는 예외) 

• 언론의 자유, 취재의 자유, 단체 

결사의 자유, 집회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합법적으로 행사하는 사람 

 
 

경찰관이 녹화 여부에 대한 재량권이 

있는 상황 
 

• 개인의 사생활이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이 다음과 같은 사건을 녹화할 

필요성보다 중요한 장면 

o 자연사 장면 

o 사망 통지 

o 아동 또는 성폭력 피해자 

인터뷰 

o 문화적 또는 종교적 녹화 

반대 

o 신체 부착 비디오 사용 시 

피해자나 증인의 협조가 

방해받거나 제한될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