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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범죄  재난 대응 행동 강령 

배경:  

 FBI 가 수집한 Uniform Crime Report 통계자료에 따르며 2008 년 워싱턴 디씨에서 100,000 명 당 

1,437.7 번의 폭력범죄가 일어났다. 또한 같은 해인 2008 년에 100,000 명 당 5,104.6 번의 

재산범죄가 일어났다. 1995 년 이후 워싱턴 디씨에서 발생한 폭력범죄의 수는 46%가 감소하였으며 

재산범죄 또한 46.3%가 감소하였다.  

도심 범죄 방지 방법: 

 차를 주차하거나 비워두어야할 시에는 항상 창문을 올리고 모든 문을 잠근 뒤 귀중품을 

소지하고 차에서 내리거나 차 안의 보이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집에 있던 부재중이던 항시 집 문을 잠근다. 

 도시 외부로 외출하는 경운에는 일시적으로 편지와 신문 배달을 중지하거나 누군가에게 

매일 편지와 신문을 대신 챙겨달라고 청한다. 

 밤에는 밝은 곳에서 활동하려하며 어두운 골목길, 입구나 길모퉁이를 피한다. 

 문을 딴 후 잡아 열기 전에 차 열쇠나 집 열쇠를 손에 갖고있도록 한다. 

 주변을 잘 살핀다; 근처에 있는 경찰소를 알아둔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알지 못하는 사람을 건물안으로 들여보내주지 않는다.  

 문을 열기 전에 항상 문구멍으로 확인을 한다.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면 안전고리가 있는다 

해도 절대로 열어주지 않는다. 

 만약 예상하고 있지 않았던 배달이나 서비스 업체에서 사람이 왔을 경우에 이름을 묻고 

고용자에게 연락해 신상과 집에 온 목적을 확인한다. 

 만약 집에 도착했을 때 집 문이나 창문이 열려있다면 절대로 들어가지않고 경찰을 즉시 

부른다. 

 강도를 당할 시 항상 자신의 삶이 현금, 보석이나 귀중품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  

 만약 폭력범죄로 피해를 받아 다쳤을 경우, 즉시 의료 도움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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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성범죄로 피해를 받았을 경우 자신의 의사나 가까운 응급실에서 의료 도움을 즉시 

받는다. 또한 피해자는 911 로 전화해 경찰에 신고하거나 202-333-7273 으로 전화해 워싱턴 

디씨 성범죄 센터 (D.C. Rape Crisis Center)에 신고한다. 

 만약 차량을 도난 당했을 경우, 즉시 도난사고를 Metropolitan Police Department 에 즉시 

신고한다. 경찰에게 도난된 차량의 연식, 차종, 제작사와 VIN 번호를 제공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