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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정보 제공 시. 익명 신고 가능.긴급하지 않은 상황.긴급한 상황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

세계 최고의 물길들이 집 가까이에 있다는 건 NSW 주민들의 큰 행운입니다. 

하버 유람을 하든 호수에서 뱃놀이를 하든, 해안에서 떨어져 낚시를 하든 배를 탈 때에는 철저한 정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배를 정박장에 세워놓거나, 드라이브웨이나 도로 옆, 심지어 차고 안에 놓아둘 때, 추가로 몇 가지의 사전 주의만 

기울인다면 도둑들이 당신의 배를 표적으로 삼을 가능성은 크게 줄 것입니다.

집이나 자동차 또는 자전거를 안전하게 지켜야 하듯이 당신의 배도 안전하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시동 열쇠를 안전한 

곳에 두고, 양질의 자물쇠와 체인으로 고정시키며, 옮길 수 있는 귀중품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 놓는다면 배의 손상이나 

도난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당신의 배를 더욱 잘 보호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간단한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정박 중인 배의 보호

■■ 절대로 시동 열쇠를 배 안에 놓아 두거나 보관하지 마세요. 

■■ 배의 장비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항상 안전한 곳에 보이지 않도록 두어야 합니다.

■■ 양질의 자물쇠를 사용하고 경보 시스템을 설치하며, 배의 식별을 위해 일련 번호를 기록하고 사진을 찍어놓는 등의 

방법으로 배의 안전을 향상하는 것도 고려하세요.

집에 있는 배의 보호

■■ 트레일러를 고정시킬 때에는 항상 양질의 자물쇠 또는 체인을 사용하세요.

■■ 배가 집에 있을 때에도 절대로 초음파 측심 장치, 구명 조끼와 같은 귀중품들을 보이는 곳에 놓아두지 마세요.

■■ 가능하면 항상 밝은 곳 또는 사람이 사는 곳에 세워두세요.

배를 사거나 팔 때 주의할 사항 

■■ 배를 팔 때에는 절대로 배가 있는 위치를 정확히 광고하지 마세요.

■■ 항상 판매자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기록해 두세요.

■■ 절대로 다른 사람이 감독 없이 당신의 배를 시험 운전하도록 허용하지 마세요.

■■ 구매하기 전에는 항상 다음의 웹사이트에서 배와 관련해 등록된 권리를 확인하세요. 

www.ppsr.gov.au/buying-boat

배의 안전에 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NSW 경찰청 웹사이트(www.police.nsw.gov.au)에서  

해사 관련 페이지를 보시거나, 도로 해양국(Roads and Maritime Services)의  

웹사이트(www.rms.nsw.gov.au)를 확인하세요.

범죄 예방과 관련해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www.police.nsw.gov.au safety and prevention

선박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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