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게 피하여 경찰에 연락을 하세요. 안전하
게 피할 수 없을 경우 전화가 있는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경찰에 연락을 하세요. 침입자가 방
에 들어왔을 경우 자는 척을 하세요.
»» 중요한 정보 – 자동응답기에 집에 있지 않거나
혼자 있을 것이라는 메세지를 남기지 마세요. 대
신 “지금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의 내용을 남
기세요. 혼자 운전해야 하는 상황을 피하세요.
특히 밤에는 다른 사람과 함께하도록 하세요.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 알고계세요
절도범에 의해 범죄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위
의 정보를 기억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
분의 집에 무엇이 있었는지 아는 것은 피해 및 애로
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집
에 무엇이 있었는지 아는 방법은 리스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시계, 보석, 전자제품, 전동 공구, 주방용
품 등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을 적어 놓으세요.
또한 여러분의 귀중품을 기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OperationID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
다. 더 많은 정보를 위해서는
www.mpdc.dc.gov/operationid를 방문하세요. 웹사이트에
서 여러분이 소유하는 모든 귀
중품이 기록되어 있다는 플래
카드를 다운로드 하여 혹시 절
도범이 침입할 경우 전당포에
팔거나 다른 개인에게 팔 수
없도록 경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중품 리스트 서식을 다
운로드 할 수 있으며 귀중품을
어떻게 기록할 수 있는지도 배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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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환경을 건설하는데 함께하
도록 여러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중 지역사
회에서 꾸준히 열리는 경찰 서비스 지역 모임, 시민
순찰 외에도 더 많은 프로그램이 제공 되고있습니
다. 귀하의 이웃 지역 사회 치안 유지 활동에 대해
알기 원하시면, 지역 경찰서에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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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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역경찰에게 필수적인 정보를 익명으로 남길 수 있
습니다. 매일 24시간 (202) 727-9099로 전화를 하거나
50411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귀하의 이름 대신 귀하
가 제공한 정보만 이용할 것입니다. 귀하의 정보는
현상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www.mpdc.dc.gov.tipline을 참고해 주세요.
경찰과 공유할 정보가 있습니까?

안전 정보를 받으세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하여

전화

(202) 727-9099
문자 50411

평상시 일어날 수 있는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
하기 위해서 www.mpdc.dc.gov/safety나 지역 경찰서
를 방문하여 찾아 볼 수 있는 책자를 참고하세요.
가장 가까운 경찰서를 찾기 위해서는 www.mpdc.
dc.gov/districts을 방문하세요.
Government of the District of Columbia
Metropolitan Police Department
300 Indiana Avenue, NW
Washington, DC 20001
June 2013

절도 예방
여러분의 가정을 절도, 무단 침입, 및 주거 침
입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정보

여러분의 거주지를 절도범의 목표물로 만들
지 마세요.
열쇠를 잊고 문을 잠군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에 쉽게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자신의 자택에 쉽게 들어갈 수 있었다면 다른 사람
들에게도 그만큼 쉬울 것입니다. 대부분의 침입자는 60초 내에 다른 개인의
집에 침입할 수 있습니다.
미래의 절도를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과거의 절도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도
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
다. 튼튼한 자물쇠 및 서로 보호해 주는 이웃은 절
도를 예방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택의 보안과 안전을 위해 다음의 정보
를 살펴보세요.

문이 잘 잠겼는지 확인하세요

»» 외부에서 침입할 수 있는 모든 문에 튼튼한 데드
볼트 자물쇠를 설치하세요. 손잡이에 달려있는
잠금장치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 슬라이딩 유리문이 안전하게 잠겨있지 않을 경우
절도범이 쉽게 침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빗자루나 다월을 이용하여 유
리문을 고정시키세요. 유리문
이 들어 올려지지 않도록 슬
라이딩 유리문 틀에 구멍을
뚫어 핀으로 고정시키세요.
»» 2중 창문은 열쇠 자물쇠로
잠그거나 내부와 외부에 있
는 창문 틀에 45도 각도로
작은 구멍을 뚫어 ‘핀’으로
고정시키세요. 지하실 창
문은 창살이나 쇠살대로 보
호하되 화재시 내부에서 열
수 있어야 합니다.

»» 절대 자택 외부에 열쇠를 숨
기지 마세요!! 대신, 여러분
이 믿을 수 있는 이웃에게
여분의 열쇠를 맡기세요.

»» 새로운 집이나 아파트로 이
사를 했을 경우 잠금장치를
바꾸세요.

문을 확인하세요
문을 닫고 잠근다 하여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습
니다. 하지만 틀이 약한 문을 잠그는 것은 창문을 열
어 놓고 앞자리에 지갑을 놓은 채 자동차 문을 잠그
는 것과 다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거주지를 가장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다음의 정보를 살펴보세요:
»» 외부의 모든 문은 금속이나 목재로 된 문을 사용
하세요.
»» 출입이 가능한 모든 문에 틈구멍이나 광각 구멍
을 설치하세요. 현관 체인(방범용 쇠사슬)은 쉽게
부러지며 절도범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합니다.
»» 문이 문틀에 완벽하게 맞지 않은 경우 문틀을 틈
마개로 덧대세요.

외부환경을 확인하세요
밖에서 여러분의 거주지를 확인하고 다음의 정
보를 살펴보아 여러분의 거주지를 안전하게 유지
하세요:
»» 절도범은 밝은 불을 싫어합니다. 거주지 외부에
전등을 설치하고 밤에 켜 놓으세요. 동작 탐지기
전등은 특히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 마당을 청결하게 유지하세요. 창문이나 문을 가
리는 나무 가지를 제거하세요. 절도범이 윗층 창
문을 통해 침입할 수 있는 나무 가지를 제거하
세요.
»» 여행을 할 경우, 타이머를 통해 전등(TV나 라디
오)을 켜는 등 사람이 집 여러군데에 오후, 저녁
에 있는 듯한 모습을 형성하세요. 24시간 내내
불이 켜져 있는 경우 집이 비어있다는 것을 암시
할 수 있습니다.
»» 블라인드나 커튼은 보통 모습으로 유지하세요.
»» 우편물이나 신문이 쌓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우체국이나 신문사에 연락하여 배달을 잠시 중
단하거나 우편물을 픽업하도록 이웃에게 부탁
하세요.
»» 거리에 쓰레기나 재활용 통을 내놓은 경우 여행
을 하기 전 픽업을 하거나 이웃에게 픽업을 부
탁하세요.

내부를 보호하세요

»» VCR, DVD 플레어, 스테레오, 컴퓨터 및 보석 등
귀중품의 리스트를 만드세요. 귀중품의 사진을
찍고 일련번호 및 물품의 설명을 적어 보관하세
요. 자택에서 물건이 도난 당했을 경우 경찰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 제공되는 “무엇
을 소유하는지 알고계세요”의 내용을 통해 좋은
정보를 기억해 두세요.
»» 무료 자택 안전 순찰이 필요한 경우 지역 경찰소
에 연락하세요.

절도범은 절도 외에도 더 심각한 범죄를 저
지를 수 있습니다
절도범은 아무도 없는 집을 선호하지만, 누가 들
어오거나 누가 벌써 있는 집을 선택했을 경우 강간,
강탈 및 폭행 등 다른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 찢어진 스크린, 깨진 창문이나 열린 현관문 등
무엇인가 의심이 간다면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이웃의 집에서나, 핸드폰, 공중전화로 경찰에 연
락을 하세요.
»» 밤에 누가 침입하는 소리가 날 경우, 가능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