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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세요!

어느 누구든 어느 정부기관이든 범죄를 예방하
기 위해 혼자 노력하지 않습니다. 경찰과 시민의 협
력아래 가능한 것입니다. 컬럼비아 특별구 지역 사
회 치안 유지 계획은 경찰과 지역 사회가 범죄를 예
방하고 더 안전한 이웃을 건설하는데 함께하도록 
여러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중 귀하의 지역
사회에서 꾸준히 열리는 경찰 서비스 지역 모임, 시
민 순찰 외에도 더 많이 있습니다. 귀하의 이웃 지
역 사회 치안 유지 활동에 대해 알기 원하시면, 귀
하의 지역 경찰서에 연락을 주세요:

1지역 본부: ............... (202) 698-0555 .........TTY: 727-8506
 파출소: ....(202) 698-0068 .........TTY: 543-2352
2지역 본부: ............... (202) 715-7300 .........TTY: 364-3961
3지역 본부: .......................(202) 673-6815 .........TTY: 518-0008
4지역 본부: .......................(202) 715-7400 .........TTY: 722-1791
 파출소: ....(202) 576-8222 .........TTY: 576-9640
5지역 본부: ............... (202) 698-0150 .........TTY: 727-5437
6지역 본부: ................ (202) 698-0880 .........TTY: 398-5397
 파출소: ....(202) 698-2088 .........TTY: 281-3945
7지역 본부: ............... (202) 698-1500 .........TTY: 889-3574

어떤 범죄에 대해 아는 정보가 있습니까? 비
밀로 하지 마세요

경찰과 공유하고 싶은 중요한 정보가 있다면, 익
명 범죄 제보 라인이나 제보 문자 라인을 통해 지역
경찰에게 필수적인 정보를 익명으로 남길 수 있습
니다. 매일 24시간  (202) 727-9099 로 전화를 하거나  
50411 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귀하의 이름 대신 귀하
가 제공한 정보만 이용할 것입니다. 귀하의 정보는 
현상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www.mpdc.dc.gov/tipline 을 참고해 주십시오.

有可向警察报告的信息?

打电话 (202) 727-9099
发文字信息 50411

건설현장 안전 및 보
안

작업장에서 당신의 귀중품을 도난 당하지 않

고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도움말 

착용하지 않는 등 위험한 행위의 결과로, 또 물이 새어 들

어오는 보트나 위험한 주변 공기와 같은 안전하지 못한 조

건의 결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상황들은 악한 상관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한 사람의 불안전한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불안전한 조건을 만들 수 있기 때문 입니다.

 사고예방
사고를 줄이거나 예방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은:  불안

전한 조건을 제거하고 불안전한 행위를 줄이는 것입니다.

안전하지 못한 행위를 줄이려면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조건이 어떤 것들인지를 개개인

이 인식하여 이러한 조건에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 해야 합

니다.  예를 들면 전기가 흐르고 있는 회로를 노출되지 않

게  하거나 노동자들에게 적절한 보호구를 지급 하는 것입

니다.  물론 납을 사용하는 공사장에선, 모든 위험한 조건

들을 완전히 제거 하기는 어렵고, 이러한 조건들이 어디에 

존재하고 또 발생하게 될지 예측 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불안전한 행위를 줄이기
어느 공사장에서던 위험한 조건들이 존재 함에도 불구

하고 각 노동자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의식적인 노력

을 해야 합니다. 높은 수준의 안전의식과 지속적인 훈련을 

통하여 직업상의 안전요인이 실제 업무의 일부분이 되어

야 합니다.  당신이 하고 있는 일, 그 일을 하는 주변환경 

및 당신이 실제로 어떻게 이 작업을 실시 할 것인가를 명

확히 인식 함으로써 불안전한 행위를 하도록 유발하고 있

는 잠재적인 위험요인을 식별할 수 있게 됩니다.

일반적인 안전
안전은 상처 부상 혹은 손실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안전하게 되려면 당신은 미리 알아

서, 그리고 반응적으로 행동 해야 합니다.  미리 알아서 행

동 할 때는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그것을 예견하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반응적으로 행

동 할 때는 문제가 일어난 이후 반응을해야 합니다. 노동

자들이 미리 알아서 행동 할 때 최선의 보호를 받을 수 있

습니다.

더 알아보기위해서
안전한 공사장을 만들고 유지하는데 추가 정보가 필

요 하시면 온라인으로 다음의 주소를 찾아 www.tfhrc.gov/
hnr20/birdge/model/general/general.htm  미 연방 교통부의 터

너 패어뱅크 하이웨이 리서치 센터에 준비 되어있는 자료

들을 보십시오. 



현장에서는 늘 조심하십시오.
작업현장에 있는 장비와 자재는 수백만 달러의 가치가 있을 수도 있습니
다.  이 같은 물품들을 안전하게 지키게 되면 비용 절감과 더불어 공사지
연 및 골치거리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 당신 도구의 제품/시리얼 번호를 기록해 두시오.

 » 작업장에 수상한 사람이 서성거릴 경우 감독관이나 작

업장 관리인 에게 보고 하고 경찰에 연락 하십시오.

작업장 관리인, 감독관 

 트레일러 들
 » 작업장에 배치된 모든 트레일러 들에 경보 장치를 설

치 하십시오.

 » 모든 창문에 걸쇠가 장치된 트레일러를 구입하거나 걸

쇠를 창문에 설치 하십시오

 » 트레일러의 문은 튼튼한 것으로 하고 늘 자물쇠를 채

워 두십시오.

 » 문 바깥쪽에는 튼튼하고 쉽게 파괴할 수 없는 자물쇠

를 설치 하십시오.

 » 저녁 시간에는 불을 켜 두십시오.

 » 잠금 장치가 있는 박스는 바닥에 쇠사슬로 단단히 고

정한 것만 사용 하십시오.

 » 매일 저녁 작업현장을 떠나기 전 컴퓨터나 팩스 기는 

반드시 자물쇠를 채워 두시오. 

경비
 » 야간 경비업무는 자격 있는 경비회

사가 담당 해야 합니다.

 » 경비업무는 트레일러가 공사현장

에 도착해서 운영을 시작하는 동시

에 개시 되어야 합니다.

 » 경비회사의 주요기능은 현장을 온

전하게 지키는 것임니다.

 » 현장 에서는 도보순찰을 몇 차례에 

걸쳐 실시 해야 하며 이를 순찰일지

에 기록 해야 합니다.

자재
 » 매일 업무 종료 시 혹은 매일 밤, 

현장에 있는 오래된 자재는 치울

것.

 » 현장에 방치된 자재는 사고의 원인

건설노동자 에게 도구는 얼마나 소중한 것 일까

요? 잃어버리거나 도난 당했을 때 새로 장만 하려면 

얼마가 들어야 할까요?  현장에서 건설노동자 인척 

하는 도범들로부터 당신의 연장들을 보호하십

시오. 공사현장의 안전을 지키는 책임은 우

두머리 십장, 노동자, 경비원, 계약업자, 

감독관 및 건축에 관계되는 모든 사람의 

책임 입니다. 모두가 정신을 바짝 차리

고, 상식적 판단을 하면 작업장에서 불

필요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작업장에서의 범죄는 일반적으로 재물

에 대한 범죄와 인신에 대한 범죄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사현장 절도는 범죄

인들에게 범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일어 나는 것 입니다.  범죄가 일어나

기 전에 그 기회를 박탈하게 되면 공사장 전

체가 이롭게 됩니다.  직원들이 합심하면 위

험요소를 줄이고 지역전체의 안전을 강화 할 

수 있습니다. 

도구를 운반 할 때 
 » 차량 운전대에 도난방지장치를 설치 하십시오. 또한, 

차량에 경보장치를 설치하고 사용하십시오.

 » 귀중품이나 도구를 눈에 잘 띄는 곳에 두지 마십시오.

 » 차량의 시동을 켜 두고 어디로 가지 마십시오

 » 차량의 모든 문을 잠그시오.

 » 차량의 모든 창문을 닫으시오.

 » 현장을 떠나기 직전에 도구를 차량에 실으시오.  즉 미

리 실어 두지 마시오.

건설노동자를 위한 도움말
 » 다른 사람이 열 수 없도록 단단히 자물쇠를 채운 태클

박스에 당신의 연장을 보관 하시오.

 » 태클박스를 열어 둔 채 어디로 가지 마십시오.

 » 가능한 한 태클박스를 닫아 두십시오.

 » 당신의 동료 작업자들이 당신의 값나가는 도구를 지켜 

봐 줄 것을 기대 하지 마십시오.

 » 당신의 도구에 이름을 새기거나 영구적인 표시를 

 » 하시오.

이 될 수 있고 범죄인들을 끌어 들일 수 있음니다.

작업현장
 » 작업장의 출입문을 매일 저녁 잠그고 조명을 환하게 

유지 하세요.

 » 모든 펜스는 단단히 잠구세요.

 » 절단할 수 없는 자물쇠를 사용 하세요.

 » 모든 장비의 열쇠는 태클박스에 넣어 자물쇠를 채워 

두세요.

 » 건물에 전기가 공급되기 시작하면 바닥에 매일 밤 조

명을 밝게 하세요.

일반적인 공사현장 안전 
직업의 특성 상 건설 노동자들은 일반 산업 종사자 들 

보다 사고를 당하거나 부상을 입을 위험이 더 큽니다. 납

중독을 줄이기 위해 착용하고 있는 장비는 다음과 같은 이

유 때문에 사고를 증가 시킬 수 도 있습니다:

 » 손을 자유자재로 쓸 수 없다.

 » 시야가 축소 되고 똑똑히 보이지 않는다.

 » 상호 의사소통이 잘 안되고 청력도 감소 된다.

 » 온도 상승으로 인한 스트레스 증가 된다

사고란 무엇인가?
사고는 누구도 원하지 않고 계획되지 않은 것으로 개인

에게 신체적 위해 를 입히고 재물의 손상을 가져 옵니다. 

사고는 작은 보트에서 일어 선 다던지, 호흡장치를 제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