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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안전을 위하여

강도와 폭력으로부터 
보호하세요 

강도와 소매치기로부터 여러분과 여

러분의 재산을 보호하는 요령  

면 대부분이 부족한 판단력을 보이게 됩니다. 
 » 총이나 칼 및 불법 무기들을 절대 휴대하지 마

세요. 무기는 상황을 무조건 악화시키고 결국 아
무 잘못 없는 사람이나 귀하 스스로를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 과도한 음주를 피하시고, 음주를 한 경우 판단력
이 흐려졌다는 것을 인식하세요. 술은 많은 폭행
의 기여 요인입니다. 

만약 폭행을 목격하면 – 9-1-1로 곧바로 전화
해 경찰에게 알리세요. 더 심각한 부상을 예방하는 
마지막 방책이 아닌한 싸움에 말려들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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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과 공유할 정보가 있습니까?

전화  (202) 727-9099
문자 50411

더 많은 안전 정보를 받아 보세요

귀하의 일상 생활에서 범죄로부터 더 안전하게 지

내기 위한 안전 정보를 원하신다면 저희 웹사이

트  www.mpdc.dc.gov/safety. 에서 다른 책자를 참고

하시거나 귀하의 지역 경찰서를 방문하세요. 가

장 가까운 경찰서를 찾으시려면,  www.mpdc.dc.gov/
districts 를 방문해 주세요. 



거리에서 스스로를 보호하는 요령을 익히세요.
평생 강도를 당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나 강도를 당했을 경우 현명하게 대

처하는 요령도 중요합니다.
기본 거리 상식

 » 어디에 있던지, 거리나, 사무실 안이나, 쇼핑몰
이나, 운전을 할 때나, 버스나 지하철을 기다릴 
때, 분별력 있게 주위에 유의하세요. 

 » 침착하고 자신감 있으며 어디 가는지 안다는 메
세지를 전달하세요. 

 » 직감을 믿고, 무엇이든지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그 사람을 피하거나 그 자리를 떠나세요. 

 » 거주하는 곳과 직장의 주위 사람들을 익히세요. 
 » 경찰서, 소방서, 공중전화, 병원과 식당 및 늦게

까지 운영하는 가게 등의 장소를 익히세요.
강도를 당하는 경우에는 
 » 저항하지 마세요. 요구물을 내주세요 – 귀하의 

생명을 내주지마세요 
 » 범죄를 경찰에 신고하세요. 가해자를 최대한 자

세하게 설명하도록 하세요. 귀하의 행동이 다른
이가 피해자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자기방어는 예방책으로 적용될 때 가장 효과적
입니다 – 처음부터 범죄를 피하는 것이죠. 이 예
방책은 도망을 가거나, 숨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경보를 울리는 요령을 포함합니다. 기억하세요, 
사람들은 “도와주세요”라고 할 때보다 “불이야”
라고 할 때 더 반응한답니다. 

자가용 내 안전 

 » “차량 탈취” 범죄는 강제로 차를 훔치는 행위를 
일컬으며 전국적으로 뉴스에 자주 언급되고 있
습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보자면, 차량 탈취
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더 나
아가 예방책을 마련함으로써 위험성을 더욱 줄
일 수 있습니다. 

 » 만약 차량 탈취범이 총이나 다른 무기로 협박을 
한다면, 무조건 차를 포기하세요! 

 » 설득하려 하지 마세요. 귀하의 생명이 차보다 확
실히 더 중요합니다! 

 » 그 자리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벗어나세요. 
 » 차량 탈취범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하려 하세

요 – 성별, 인종, 연령, 머리 및 눈 색깔, 특징, 옷
 » 범죄를 경찰에 곧바로 신고하세요! 

현금 자동 인출기 안전 요령 
 » 친숙한 곳에서 인출기를 이용하도록 하거나 자

영업 인출기 보다는 은행 내에 위치한 인출기를 
이용하세요. 

 » 주위에 유의하시고, 인출기를 이용하시기 전에 
주위를 둘러보세요.  

 » 의심쩍은 사람이나 행동이 있을 때에는 인출기 
거래를 취소하고 다른 인출기를 이용하세요.  

 » 인출기를 근무 외 시간에 이용해야 한다면, 밝은 
곳인지 확인하세요. 

 » 인출기 이용 후 절대로 손에 현금을 든채 움직
이지 마세요. 현금을 세야 한다면 인출기 앞에
서 하세요. 

 » 차에서 인출기 거래를 하실 경우, 주위에 유의하
시고 신경을 바짝 세우고 차 문을 잠가두세요!

폭행 예방책 
폭행은 –무기가 있던 없던- 가정에서나, 공공 장

소에서나, 낯선 사람들 사이, (자주) 친구 사이, 지
인 사이나 연인 사이의 싸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KOREAN
가장 심각한 폭행은 “가중 폭행” “흉기로 폭행” 

이나 “살해할 의도로 폭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덜 심각한 행위는 “단순 폭행”이라고 불리우며 

많은 경우에는 처음 시작된 말다툼이나 싸움이 수
그러 들지 않거나 해결되지 않을 경우 단순 폭행이 
더 심각한 폭행 – 더 나아가 살인-으로 발전될 수 
있습니다. 

어떤 폭행은 피할 수 없는 경우이기도 하지만 간
단한 말다툼이 폭력적이거나 살인적으로 발전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요령을 알아보겠습니다. 
 » 만약에 귀하께서 폭력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격

렬한 말다툼을 하고 있다면, 그냥 자리에서 떠나
세요. “무엇인가 입증”하려고 싸움에 머물게 되

강도와 폭력은 매우 심각한 범죄입니다. 금전이 
흔한 목적이라 할지라도, 협박과 신체적인 폭력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 범죄들은 폭력 범죄로 간주됩
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 조치는 분별력 및 
대비하는 자세입니다.

 » 가급적이면 늦은 시간에 혼자 걷지 말고 다른 사
람들과 함께 걸으세요 – 많으면 많을수록 안전
하답니다 . 

 » 가족이나 친구에게 어디를 가는지 언제 도착할
지 언제 돌아올지 등의 정보를 나누세요. 그러면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경찰
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 가급적이면 밝은 곳에 있도록 노력하고 골목길
이나, 빈터, 숲이 우거진 지역이나 지름길 및 외
진 지역을 피하도록 하세요. 대부분 이런 지역들
은 어둡거나 통행이 적습니다.

 » 가급적이면 인도로 걸으세요. 가장자리쪽으로 
걷고 출입구, 수풀 지역, 및 숨기가 가능한 곳들
을 피하세요.

 » 거리에서 걷는다면 자동차 주행 흐름의 반대되
게 걸으세요. 흐름에 따라 걷는 사람은 흐름의 
반대로 걷는 사람보다 쫒기고, 강제로 차에 태우
고 납치되기가 쉽습니다. 

 » 앞을 보고 일정한 속도로 자신있게 걸으세요. 멈
춰서 낯선 사람에게 말을 걸지 마세요.  

 » 움직이기 쉬운 옷이나 신발을 신으세요. 그리고 
너무 많은 짐이나 물건들을 들고 다니지 마세요. 

 » 항상 주위에 유의하세요. 
 » 헤드폰을 쓰고 있다면 밖의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록 볼륨을 크게 틀지 마세요. 
 » 절대로 히치하이크를 하거나 낯선 사람의 차를 

타지마세요.
 » 의심스러운 행동이나 사람이 있다면 곧바로 

3-1-1 도시 지역 경찰서로 연락을 주거나 응급
상황의 경우 9-1-1로 연락을 주세요.  

 » 공공장소에서 많은 액수의 현금을 지니거나 값
비싼 장신구를 드러내 보이지 마세요.  

 » 많은 액수의 현금을 지녀야 한다면, 현금을 작은 
액수로 나누어서 여러군데에 지니세요 (지갑, 가
방, 주머니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