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하고 아름답고 즐거운 시티 센터를 지키기 위한 간편 가이드

시티 센터와 여기서 영위하는 비즈니스에 관해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피드백이 있으시면 귀하의 의견을 기꺼이 경청하겠습니다.
전화: 09 379 8000 이메일: info@hotcity.co.nz 웹사이트: hotcity.co.nz

안전이나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경찰에 신고하십시오.
도난 등의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험합니다. (마약이나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들 포함)

경찰
응급 상황의 경우: 111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응급 상황이 아닌 경우: 105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공공장소에서 소란 행위나 부적절한 행동을 합니다. CityWatch (오클랜드 카운슬 경유) 
09 301 0101

소매업의 도난 방지를 지원하는 전자메일 통신 네트워크인 StoreWatch에 가입하기 Heart of the City
09 379 8000 info@hotcity.co.nz

안전, 범죄 및 소란 행위

보수가 필요한 도로, 보도 또는 가로등
거리 청결 문제

오클랜드 교통국
09 355 3553
at.govt.nz/about-us/contact-us/report-a-problem

거리 유지 보수

카운슬의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카운슬의 추가 봉투를 포함한 쓰레기 및 재활용 
수거 관련 질의

오클랜드 카운슬
09 301 0101
aucklandcouncil.govt.nz/rubbish-recycling

건물에 개인 폐기물 관리 서비스가 있는 경우 폐기물 관리 질의 건물 관리자

폐기물 관리

간판, 노상 판매, 소음 등 관련
오클랜드 카운슬
09 301 0101
aucklandcouncil.govt.nz/licences-regulations

규칙, 정관 및 모니터링

귀하가 노숙자인 어떤 사람을 염려합니다. Auckland City Mission Homeless Outreach
09 301 0101 outreach@aucklandcitymission.org.nz

무주택

귀하의 지역에서 건설, 촬영 등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Heart of the City
09 379 8000 info@hotcity.co.nz

비즈니스 중단



비즈니스를 생각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귀하는 오클랜드 시티 중심부에 
12,000개의 견고한 비즈니스 커뮤니
티의 일원입니다.
우리 커뮤니티는 이 지역의 0.08%에서 오클랜드 GDP의 20%를 
창출합니다.우리는 생산적이며, 연결되어 있고, 포부가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귀하와 같은 비즈니스에 성공적인 시티 센터를 응원합니다. 우리는 오클랜드 
시티 센터를 삶을 영위하고, 일하고, 방문하기에 활기차고 흥미로운 곳으로 만들고 
시티 센터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도록 노력합니다. 

이 가이드는 어떻게 비즈니스를 지원하는지 설명하고 귀하가 시티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주요 서비스 및 연락처에 대한 빠른 참조를 제공합니다.

아직 Heart of the City의 일원이 아닙니까? 회원가입은 무료이며 귀하의 의견을 기꺼이 
듣고 싶습니다.

전화: 09 379 8000 이메일: info@hotcity.co.nz 웹사이트: hotcity.co.nz

Sun burst (2016), Sara Hughes, photo: Heart of the City. Cover photo: Sacha Stejko. 

여러분의 시티 센터 비즈니스 협회 

브리토마트 (BRITOMART)

커스텀스 스트리트 (CUSTOMS ST)

윈덤 스트리트 (WYNDHAM ST)

웰즐리 스트리트 (WELLESLEY ST)

쇼트랜드 스트리트 (SHORTLAND ST)

마요랄 드라이브 (MAYORAL DVE)

앨버트 스트리트 (ALBERT ST)

홉슨 스트리트 (HOBSON ST)

퀸 스트리트 (QUEEN ST)

포트 스트리트 (FORT ST)

키 스트리트 (QUAY ST)

하이 스트리트 (HIGH ST)

페더럴 스트리트 (FEDERAL ST)

예술 구역 (ARTS PRECINCT)

퀸 스트리트 (QUEEN STREET)

빅토리아 쿼터 (VICTORIA QUARTER)

포트 스트리트 지역 (FORT ST AREA)

하이 스트리트 지구 (HIGH ST DISTRICT)

비아덕트 & 워터프론트 (VIADUCT & WATERFRONT)

페더럴 & 엘리어트 (FEDERAL & ELLIOT)

윈야드 쿼터 (WYNYARD QUARTER)



건설과 변화, 안전, 무주택 및 접근성 같은 것들은 시티 센터에 있는 
사업체들에게 도전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여 시티와 
비즈니스가 번성하도록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오클랜드 카운슬 같은 조직을 모니터링하고 옹호하고 솔루션을 
만듭니다. 또한, 소비와 보행자 수를 포함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보고합니다. 
시티 센터의 환경에 대해 말씀하고 싶거나 제안 사항이 
있으시면 귀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전자뉴스 및 
설문 조사로 귀하의 의견을 구하기는 하지만, 저희가 
구체적으로 요청하지 않더라도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비즈니스 지원

Photo: Heart of the City



시티의 변화와 이것이 비즈니스에 의미하는 것부터 시티에서 귀하 
주변에 일어나는 일과 새로운 소식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대한 뉴스, 
견해, 인사이트에 대해 최신으로 업데이트하십시오.

정보와 관련한 리소스

시티의 변화 및 이것이 비즈니스, 결과, 안전, 마케팅 기회에 의미하는 것과 관련된 사항,  
그리고 귀하의 의견 공유하기.

  hotcity.co.nz      @hotcity_akl  company/heart-of-auckland-city

식사, 이벤트, 쇼핑, 예술 및 문화 등에 대한 최신 소식을 확인하기.

  heartofthecity.co.nz             @heartofaklcity

받은 편지함으로 정기적인 업데이트를 받아보려면 hotcity.co.nz/sign-me-up
에서 가입신청을 하십시오.



비즈니스와 시티 홍보

연중 캠페인과 디지털 액티비티를 통해 
시티의 폭넓음과 다양성을 보여줌으로써 시티 
중심부를 목표로 홍보합니다. 

이벤트, 호텔 서비스업, 소매업, 예술 등을 홍보

모든 비즈니스를 위한 디렉토리

우리는 heartofthecity.co.nz, 주간 Central City Guide 이메일, Facebook, 
Instagram을 통해 시티 센터의 최신 소식을 전합니다.
귀하의 비즈니스가 우리가 비중을 두는 소비자 카테고리 중 하나에 
해당하면, 웹 목록의 세부 정보(연락처, 시간, 상세 설명, 3장 이상의 
고해상도 사진)가 최신인지 확인하고 이벤트 공지, 신규 개업, 스페셜 
특가행사와 흥미로운 이야기는 다음의 이메일로 보내주십시오.  
info@heartofthecity.co.nz

시티 중심부의 모든 사업체는 고객과 온라인 검색을 통해 볼 수 있도록 
hotcity.co.nz 비즈니스 디렉토리의 목록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체 정보가 최신인지 확인하십시오. 또는 세부 정보나 연락처를 
변경하려면 저희에게 연락해주십시오.



12월 심야의 크리스마스
시티 센터의 연중 가장 큰 크리스마스 쇼핑 이벤트 
- 음악, 거리 공연, 심야 쇼핑의 밤.

10월 시티에서 열리는 ARTWEEK
갤러리 및 창조적 성격의 비즈니스는 전시회나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8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레스토랑
시티 센터 최고의 식사 특가행사를 소개하는 연례 
이벤트. 레스토랑은 스페셜 메뉴 특가행사 또는 
이벤트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등록이 시작되면 귀하의 비즈니스가 이러한 각 이벤트에 참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게시합니다.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말씀하고 싶다면 귀하의 의견을 기꺼이 듣겠습니다.

시티를 최고의 장소로 돋보이게 하는 이벤트

우리는 소비와 방문을 권장하며, 시티 지역의 비즈니스를 돋보이게 
하는 연중 이벤트를 통해 식사, 소매, 예술 및 문화를 위한 오클랜드 
최고의 장소로 시티의 명성을 구축합니다.

Ingrid Starnes show, O'Connell Street 2018. 사진: Sacha Stej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