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링가이에서 발생
하는 범죄 신고하기
쿠링가이 의회, 뉴사우스웨일스 경찰 및 쿠링가이 의회, 뉴사우스웨일스 경찰 및 
기타 주 정부 부처에 범죄 신고하는 방법기타 주 정부 부처에 범죄 신고하는 방법

쿠링가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는 지역 쿠링가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는 지역 
사회에서 수집된 정보로 해결됩니다.사회에서 수집된 정보로 해결됩니다.

경찰에 범죄를 신고하는 것은 지역 사회의 경찰에 범죄를 신고하는 것은 지역 사회의 
책임입니다. 이 범죄가 더 큰 범죄의 일부일 수도 책임입니다. 이 범죄가 더 큰 범죄의 일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중에 다른 지역사회 구성원을 있고, 아니면 나중에 다른 지역사회 구성원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뉴사우스웨일스 경찰과 함께 쿠링가이 의회에서 제작 

뉴사우스웨일스 경찰서에 
범죄 신고하기

DEC 2019  CY00139/11      

범죄 및 안전 우려 사항 의회에 보고하기범죄 및 안전 우려 사항 의회에 보고하기

의회에서는 범죄 사건을 조사하지 않지만, 의회는 
그래피티(낙서)를 제거하고, 파손된 공공기물을 
수리하고, 의회 소유 및 관리 자산에 대해 전반적인 
보수 작업을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우려 사항이 생길 
시 아래 연락처로 연락해주세요. 

주민 감시단주민 감시단

범죄 예방에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싶은 경우, 혼스비 경찰서 (9476 
9799) 나 채스우드 경찰서 (9414 
8499) 지역 범죄 예방 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

  9424 0000 
월요일 - 금요일, 오전 8시 30분 - 
오후 5시

 krg@krg.nsw.gov.au

  Ku-ring-gai Council 
수신인: 제너럴 매니저 (General 
Manager) 
Locked Bag 1006, Gordon NSW 2072

모든 범죄 사건은 뉴사우스웨일스 
경찰서에 신고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정보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체포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정보가 
누락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공하는 
정보는 범죄가 자주 일어나는 지역에 대한 운영을 
계획하고 담당 경찰관을 배치하는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보는 의회가 적절한 범죄 예방 조치를 
마련하고 시행하는데에도 사용됩니다.

경찰 직통전화 

트리플 제로 000
긴급 상황이나 생명이 위급한 상황일 때

경찰 지원 라인  (PAL,131 444)
긴급 상황이 아닐 때

범죄 해결 지원제도 (1800 333 000)
범죄 정보를 제공할 경우 전화주시고 익명으로 진행됩니다

지역 경찰서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는 사람을 목격하거나 이미 
발생한 사건이고 안면이 있는 사람이 연루된 범죄를 
신고하려는 경우 현지 경찰서에 직접 문의하세요.  

혼스비 경찰서      고든 경찰서

9476 9799             9418 5399

채스우드 경찰서

9414 8499

테러 방지 

 1800 1234 00 
국가 안보 기관 직통 전화로 
전화해서 보안 및 테러와 
관련된 의심스러운 활동이나 정보를 신고하세요.  
 모든 정보는 기밀이며 익명으로 진행됩니다. 



REPORT GRAFFITI
1800 707 125

Call the NSW Graffiti Hotline now

Police 131 444
For non-emergencies

상황별 기관 연락처 및 담당자 

트리플 제로 

 000
경찰은 사고에 즉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긴급 상황이나 신속히 해결해야 하는 비상 
상황의 경우 000으로 전화하세요. 아래 경우들에 

해당합니다.

• 누군가 심각한 상처를 입거나 위험에 처해있을 경우

• 생명이나 재산에 심각한 위험이 있을 경우

•  범죄가 일어나고 있거나 추가 범죄 가능성이 있을 
경우

•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가까운 곳에 
있거나 용의자의  소재지가 알려져있고  체포할 수 
있는 경우

•  목격자가 범죄 현장을 떠나는 경우나 경찰이 일찍 
도착하지 않으면 증거가 없어질 수도 있는 상황일 
경우

• 피해자가 심각한 곤경에 처해있을 경우

경찰 지원 라인 (PAL) 

 131 444
이미 범행이 일어났고 외상을 입은 피해자가 없거나 
경찰이 출동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범죄를 신고하는 
데 이용됩니다.  범죄 사건을 신고하려면 재산 소유주 
또는 사건의 피해자여야 합니다. 보고할 수 있는 범죄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택 침입

• 기름값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주유소만 해당)

• 차량 및 선박 도난

• 절도

• 그래피티 및 공공 기물 파괴 행위 등 악의적 손상

• 기물 분실

• 반사회적 행동

경찰 지원 라인은 범죄가 진행 중이 아닐 경우, 
뉴사우스웨일스 경찰서에 낙서를 신고하는 데 올바른 

번호입니다.

범죄 해결 지원제도  CRIME STOPPERS 

 1800 333 000
범죄, 범죄행위 또는 의심스러운 행동에 대해 
익명으로 신고하세요. 정보를 통해 검찰로 성공적으로 
기소되면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신고 시 진행중이 
아니거나 아직 용의자가 없는 범죄를 신고하세요(
예를 들어, 가택  침입, 악의적인 손상 혹은 절도). 
여러분이 가진 정보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경찰이 범죄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정보가 누락될 수 있습니다. 

고장 났거나 불이 안 들어오는 가로등 

 1800 044 808 
고장 났거나 불이 안 
들어오는 가로등은 
Ausgrid ausgrid.com.au 
로 신고하세요.

버려진 쇼핑 카트
각 해당 마트의 버려진 쇼핑 카트는 아래 
적혀있는 연락처로 신고하세요. 

울워스 (Woolworths) | 빅더블유 (Big W) |
댄 머피 (Dan Murphys) | 타겟 (Target)

 1800 641 497 
 iTunes 또는 Google Play에 있는 Trolley Tracker 앱

콜스 (Coles) | 케이마트 (Kmart) | 타켓 (Target) |
버닝스 (Bunnings) | 오피스워크 (Officeworks)
바이로 (Bi-Lo) | 퍼스트 초이스 (1st Choice)

 1800 876 553 
 iTunes 또는 Google Play에 있는 Coles App

알디 (Aldi)
 customersonline@aldi.com.au   
 13 25 34

해리스 팜 마켓 (Harris Farm)
 1800 21 22 33

그래피티 신고하기 
의회 소유 재산 

반달트랙 (VandalTrak) 은 의회 건물 및 

장비에 있는 그래피티를 신고할 수 있는 

무료 핸드폰 앱입니다.  9424 0000 으로 

의회로 바로 신고하거나 vandaltrak.com.
au 를 방문하세요.

의회 소유가 아닌 

공공사유재산

의회는 의회 소유가 아닌 재산에 
있는 낙서를 지울 권한이 

없습니다. 1800 707 125 무료 전화로 뉴사우스웨일스 

그래피티 직통전화로  직접 신고하세요.

개인 사유재산

여러분의 사유 재산이나
여러분이 책임져야 할 건물에 
그래피티가 있으면, 131 444
경찰 지원 라인으로 사건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사유 재산에 있는 그래피티를 
없애는 것은 소유주 책임입니다. 지역 로터리 클럽 
(Rotary Club) 이 도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경찰은 
그래피티를 신속히 없애는 것을 권장합니다. 범죄자의 
기쁨을 앗아가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