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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애하는 주민 여러분,  

  

우리 지역과 전국에서 경찰의 무력 사용과 관련된 사건은 전국과 이곳 몽고메리 카운티의 

경찰 구조와 재원 조달에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저는 몽고메리 카운티 경찰의 업무와 책

임에 대해 검토를 하려는 생각을 한동안 해 왔고 작년부터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지역 사회가 참여한 합법적 절차를 통해 새로운 경찰서장을 고용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경

찰 관리자 및 노조와 함께 "중재 의무" 조항에 합의하여 경찰이 다른 경찰의 과도한 무력 

사용을 목격했을 때 개입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우리는 지역 사회의 치안 활동을 감독하고, 

치안 활동의 군사적 행동 자제와 경찰국의 사회 정의 활동을 주도할 민간인 경찰 차장 자리

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노숙자를 비범죄화하기 위해 작은 연구 모임을 결성했으며 이제 우

리의 정책 실행에 도움이 될 연구 결과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저는 또한 빈곤을 비범죄화하

기 위한 입법부의 일을 지지합니다. 우리는 몽고메리 카운티 경찰국의 자주성과 인종적 편

견에 관련한 감사를 수행하기 위해 컨설턴트를 고용했습니다. 암시적, 체계적 및/또는 인종

적 편견이 발견된 경우 이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제안이 필요합니다.  

  

카운티 정부 혼자서는 이 일을 할 수 없으므로 카운티의 치안을 개혁하고 공공 안전을 

재구상하는데 도움을 줄 지역 사회와의 연합이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카운티를 

더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역 사회에 필요한 것과 지출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더 많은 예산을 유치할 방법에 관련하여 사려 깊은 토론과 조사를 진행할 공공 안전 재구상 특별 

자문 위원회(Reimagining Public Safety Task Force)를 구성하였습니다. 

경찰서장과 다른 관할 경찰서로부터 많은 경찰관이 상당한 시간을 경찰 업무와 상관없는 전화 

응답에 소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는 경찰의 업무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지 찾아내서 

경찰이 해야 할 일은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특별  자문 위원회에는 46 명의 지역 사회 대표가 포함됩니다. 하지만 더 많은 주민의 의견

을 듣고 싶어 주민 의견 설문 조사에 참여하도록 부탁합니다. 설문 조사는 현재 이용이 가

능하며 2020 년 11 월 14 일까지 진행됩니다. 귀하의 답변을 듣고 정보를 분석한 후, 주민 

공개 토론회를 통해 결과를 논의할 것입니다. 설문 조사 결과에 대한 화상 주민 토론회를 

개최하오니 2020 년 12 월 3 일에 저와 함께해 주십시오.    

  

귀하의 귀중한 시간과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읽고 12 월에 뵙기를 기대합

니다.   
 

성심으로,  2020 년 11 월 1 일 

몽고메리 카운티 군수 마크  엘리치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