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한 도심 환경 만들기

CityWatch는 오클랜드 시의회와 Heart of the City의 파트너십으로서 안전하고 
친근한 도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CityWatch 노상감시팀은 
버스킹, 노점상행위, 불법 투기 및 공공 시설물의 손괴 등을 감시할 뿐 아니라, 
영업 방해, 공공장소에서 불편을 끼치는 행위, 반사회적 행동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누군가 공공장소에서 불편을 끼치거나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경우 오클랜드 
시의회(전화: 09301 0101)로 연락하셔서 CityWatch에게 해당 문제의 처리를 
요청하십시오.  
보다 심각한 사안의 경우 11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City Watch 운영시간: 
월~목: 오전 6시~오후 7시
금: 오전 6시~오후 10시
토: 오전 8시~오후 10시
일: 오전 8시~오후 6시

CITYWATCH

여러분이 운영하는 상점에 출입을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무단침입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날짜, 시간이 포함되고 침입 사유가 첨부된 침입자의 CCTV 이미지나 휴대폰 사진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유용합니다. Trespass Authorities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www.police.govt.nz/advice/personal-
community/trespass-notices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단침입

뉴질랜드 경찰은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여 궁극적으로 오클랜드 도심을 거주하고 일하며 방문하기에 더욱 
안전한 장소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범죄 예방 프로그램에는 StoreWatch가 포함됩니다. 또한, 뉴질랜드 
경찰은 업체들에 상점 대상 절도 등의 범죄를 예방하여 치안을 강화할 방안에 대한 조언을 제공합니다. 경찰의 
치안 유지 업무는 시내 중심가 순찰을 포함합니다. 더불어 경찰은 안전한 도심 환경의 조성을 위해 CityWatch 팀과 
협력합니다.
Heart of the City는 업체들의 치안 관련 문의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경찰의 범죄 예방 업무

STOREWATCH

150개 이상의 기업과 뉴질랜드 경찰의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인 StoreWatch는 도심에서 벌어지는 상점 대상 
절도범죄를 줄이고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네트워크는 절도범 특유의 수상한 행동 및 매장 절도 사례 등의 
중요한 정보를 공유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경찰이 범죄자들을 체포하고 참여 업체 간의 경각심과 공동체 의식을 
재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치안 관련 자세한 정보는 hotcity.co.nz/safety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toreWatch에 가입을 원하거나 경찰 지원 업무, 무단침입 또는 일반적인 치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문의하려면 
Heart of the City 소속 Sarah Hamilton-Hibbard에게 09 379 8000번으로 연락하시거나 sarahh@hotcity.co.nz 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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