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폴리탄 경찰국과 함께

t

더욱 안전하고 튼튼한 커뮤니티 건설
메트로폴리탄 경찰국(MPD)의 임무는 컬럼비아
특별구를 안전하게 지키고 인간 생명의 신성함
을 존중하는 자세로 주민들과 방문자들을 보호
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DC 내의 이민
자 커뮤니티는 DC를 구성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경찰국은 신뢰를 구
축하고, 이민자들을 포함한 더 광범위한 커뮤니
티를 보호하며, 이민 신분에 상관 없이 이민자들
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
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경찰국은 경찰관들이 개개인이 서
류미비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시민권 또는 거주
신분을 묻는 것을 금지하는 정책을 오랫동안 시
행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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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폴리탄 경찰국은 경찰관이 아래의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 하고 있습니다.
nn 해당 경찰관이 이민 신분과 관련 있는 사건(
예: 이민자 인신매매 또는 은닉)을 조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어느 누구에게라도 거주
신분 또는 이민 신분을 질문하는 것
nn 한 개인의 이민 신분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
한 목적으로만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하는 것.
메트로폴리탄 경찰국은 이민자 커뮤니티와 함께
협력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
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일하
고 즐길 수 있는 DC를 만들기 위해 이민자 커뮤
니티의 모든 주민들께서 범죄를 적극적으로 신고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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