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 보호 

NSW 경찰의 범죄 예방 시리즈
차
량

 보
안

대부분의 사람들은 차량의 편리함에 의존하면서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차량 또는 차량 
안의 물건이 도난되거나 손상을 입으면, 가족과 업무는 물론 금전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차량 절도는 통상 우발적 범죄이므로, 귀중품을 보이는 곳에 놓아두거나 차량 보안이 허술하면 범죄의 
충동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방식의 자동차 열쇠인 근접 키를 사용하는 경우, 자동차 문을 잠그기 
위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약 70%에 달하는 최근 모델의 자동차들을 절도할 때, 도둑들은 전선을 강제로 연결해 시동을 거는 대신 
집을 터는 동안 훔친 주인의 키를 사용합니다. (National Motor Vehicle Theft Reduction Council)

집에서 또는 외출 중에 차량을 위해 몇 가지 추가적인 주의만 기울인다면, 차량 절도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은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차량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간단한 행동을 소개합니다. 

차량 절도를 방지하기 위해 

■■ 운전석에 앉아있지 않다면, 절대로 자동차 키를 꽂아두지 마세요. 집 안의 진입로(driveway)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 운전할 때는 물론이고 항상 자동차 문과 창문을 잠가 두세요. 

■■ 양질의 경보 장치를 설치하거나, 구형 차량의 경우 전자식 시동 불능 장치를 설치하여 차량 보안을 
향상하는 것도 고려하세요. 

■■ 집이나 식당과 같은 공공 장소에서 절대로 열쇠를 보이는 곳에 놓아두지 마세요.  
carsafe – car-security-begins-at-home

차량 안의 물건 보호하기 
■■ 차량 밖에 있을 때에는 항상 문과 창문을 잠가 두세요. 

■■ 휴대 전화기, 손가방, GPS, 잔돈 등 귀중품을 집에 주차하는 경우라도 절대로 보이는 곳에 놓아두지 
마세요. 

■■ 가능한 항상 밝거나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 주차하세요. 

■■ 기술직 노동자들은 공구 박스와 작업 차량의 적재 공간을 항상 잠가 두고 되도록 밤에는 거리에 
주차하지 마세요. 

차량 판매 시 주의할 사항 

■■ 차량 판매 시 자신의 집 주소를 절대로 광고하지 마세요. 

■■ 항상 구매 희망자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기록해 두세요. 

■■ 동승자가 없는 상태로는 절대로 다른 사람이 당신의 차량을 시험 운전하도록 허락하지 마세요.  
carsafe – Theft_with_ForceBrochure.pdf

차량 절도에 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carsafe.com.au

범죄 예방과 관련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www.police.nsw.gov.au

Crime Prevention Fact Sheet (Car Protection) –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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