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얼굴 외모:

용의자 정보:

증인 진술서

성별 외모 인종적 출신 외모

키

몸무게

체형/건축물

안경

문신

흉터/모발/표시

다른 증인 이름:

증인이 알고 있는 용의자의 이름:

용의자가 이전에 무단침입 통보서가 발부된적 있는지 여부:

주로 사용하는 손

추정 연령

모자/모자 - 색상/유형

코트/로고

셔츠/넥타이/로고

바지/반바지

마스크 색상/유형

신발 스타일/색상

피어싱

반지

갱단 소속

자세/보행/절뚝거림

언어 악센트

보석/체인

귀걸이

목걸이

피어싱

머리 색깔

피부 색깔

머리 스타일

머리 질감

눈 색깔

입/입술 모양

눈 크기와 모양

머리 스타일

코 모양

볼 (풍부한/침몰)

목/아담의 사과

수염/색깔

빠진 이

턱 라인

얼굴 상태

긴급 상황에서는 우선 911로 전화하세요. 전화하는 이유와 위치를 설명해주세요. 
전화선에 머무르시고 전화를 끊거나 종료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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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주소:

경찰/보안관 사건 번호: 페이지 번호:

사건 일자: 사건 시간:

응답 담당 경찰관 이름:

응답 담당 경찰청:

응답 담당 경찰관 전화번호:

응답 담당 경찰관 이메일:

직원/증인 이름:

직원/증인 전화번호:

직원/증인 이메일:

네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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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ness Statement

Business address

Suspect description

Appearance of Gender Appearance of ethnic origin

Height

Weight

Body type/build

Eyewear

Tattoos

Scars/moles/marks

Dominant hand

Estimated age

Hat/cap — color/type

Coat/logos

Shirt/tie/logos

Trousers/shorts

Mask color/type

Shoe style/color

Watch

Rings

Gang a�liation

Posture/gait/limp

Language accent

Jewelry/chains

Earrings

Necklaces

Piercings

Hair color

Skin color

Shape of eyebrow

Hair texture

Eye color

Shape mouth/lips

Eye size and shape

Hair style

Shape of nose

Cheeks (full/sunken)

Neck/Adams apple

Facial hair/color

Missing teeth

Chin clefts

Complexion

Police/Sheri� case # Page #

Date of incident Time of incident

Suspect’s name if known to witness

Employee/witness name

Employee/witness phone

Employee/witness email

Responding o�cer’s name

Responding o�cer’s agency

Responding o�cer’s phone

Responding o�cer’s email

Other witnesses

Facial appearance

Date of incident Time of incident

Has the suspect previously been issued a Notice of Trespass? 



무기 유형은?

추가 용의자 메모:

무엇이 도난당했나요?

예를 들면 칼, 날, 배트, 방망이, 기타(기술)

용의자가 맨 손으로 만진 것으로 추정되는 표면

용의자가 무슨 말을 했나요?

악센트, 음조, 음높이 또는 말더듬 같은 두드러진 언어 장애를 포함한 
말하는 특이점

무언가 떨어졌거나 놓고 간 것이 있나요? 용의자가 도망친 방향은 어디인가요?

사진, 비디오 또는 오디오 녹음을 했나요? (녹음을 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응답하는 
경찰관에게 보내세요.)

총기에 대한 메모 (아래 총기 유형을 선택하세요)

차량 설명

차종

색상

타이어 프로필

제조사/모델

색상

휠 디자인

번호판/주

헤드라이트 유형/모양

테일 라이트 모양

유리 색조 기존 손상 전구 소모됨/고장나지 않음

물품 설명 수량 각 제품 가치 총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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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hicle description

Type of vehicle

Tire profile 

Make/model

Number of doors

Wheel design

License plate/state

Headlight type/shape

Tail light shape

Existing damage Burned out bulbsWindow tint

Item description Qty. Value each Total value

Knife, blade, bat, baton, other (describe)

What did the suspect say? 

  Speech peculiarities, including accents, tone, pitch, or noticeable speech 
disorder, such as stuttering

Was anything dropped or left behind?

Gun notes (circle type of gun below)

Surfaces the suspect may have touched with their bare hands

In which direction did the suspect make their escape?

Did you take any photos, video, or audio recordings? 
(If so, be sure to forward to the responding o�cer as soon as possible)

Additional suspect notes

Color

경찰/보안관 사건 번호: 페이지 번호:

사건 일자: 사건 시간:
Police/Sheri� case # Page #

Date of incident Time of incidentDate of incid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