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매점 
범죄  

방지를 위한 
유용한 팁

범죄는 모든 소매상들에게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같은 소규모 사업주들이 

범죄자를 막고 직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많습니다.

저희는 대표적인 소매 거래 협회인 
Retail NZ와 제휴하여 귀하가 취할 수 있는 

예방 조치와 도난 시 대처 방안에 대한  
몇 가지 팁을 제공합니다.



범죄 예방

경보 시스템
긴급 경보기를 설치하고 도난 당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도난 경보기는 
가능한 모든 진입 지점에 설치해야 합니다. 매장에 경보기가 설치되었다는 
표지판을 설치합니다.

비디오/CCTV 카메라
범죄자의 얼굴을 캡처할 수 있는 높이에 비디오 카메라를 설치하고 
테이프와 하드 드라이브에 접근할 수 없도록 녹화 장비를 보호하십시오.

카메라가 설치되었다는 표지판을 설치하고, 가능한 경우 매장 입구에 
카메라와 모니터를 설치하여 범죄자가 자신이 녹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화면이 선명하고 사용 가능하도록 좋은 품질의 
카메라를 설치하십시오.

연막탄
연막탄은 건조한 흰색 연막을 방출하여 시야를 방해합니다. 경찰은 
정부로부터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받아 강력 절도의 위험이 높은 사업장에 
연막탄을 설치합니다. 경찰이 확인한 사업장인 경우, 연막탄 공급업체가 
연락할 것입니다.

창문
특히 허리 높이 이상인 창문의 경우, 창문을 깨끗하게 유지합니다. 매장의 
시야를 안팍으로 차단하는 포스터, 광고, 선반, 냉장고 등을 제거합니다. 
매장 안팎의 가시성은 시각적으로 강력한 억제력이 될 수 있습니다. 마감 시 
창문을 닫고 잠겨 있는지 확인합니다.

문
문이 닫혀 있고 잠겨 있는지 확인하고 매장이 닫혀 있을 때는 방범용 창살을 
내리십시오. 뒷문은 무겁고 단단한 구조여야 하며, 가급적 창문이 없는 
것이 좋습니다.

잠금
모든 문과 창문, 채광창은 고품질의 자물쇠로 잠가야 합니다.



조명
입구와 비상구를 포함하여 매장의 모든 조명이 언제나 잘 켜지는지 
확인하십시오. LED 전구를 사용하여 전력 비용을 낮춥니다.

판매 카운터
중앙 출입구 근처 매장 앞에 금전 등록기를 두면 도둑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도들이 들고 도망갈 수 없도록 고정시켜야 합니다.

판매 카운터에서 매장의 모든 영역을 볼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판매 
카운터 뒤쪽의 바닥 높이를 높여 매장과 상품을 잘 볼 수 있도록 합니다.

매장 바닥
선반을 낮게 해서 선반이 잘 보이게 합니다. 사람들이 물건을 잘 훔쳐갈 수 
있는 사각지대를 제거합니다. 보안 거울과 카메라는 숨겨진 구역을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금고
금고를 바닥에 고정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 두십시오. 영업시간 외에 
금고에 많은 돈을 보관하지 말고 야간에는 매장 내 현금을 두지 않는다는 
표지판을 설치합니다.

현금을 안전하게 보관
정기적으로 잉여 현금이 있는 계산대를 정리하고, 은행에 맡기거나 
안전한 금고에 보관하십시오. 절대 현금을 집으로 가져가지 마십시오. 
현금을 셀 때는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하고, 공공연하게 현금 거래에 대해 
논의하지 마십시오.

현금을 들고 은행에 갈 때는 시간을 다양하게 하고, 사람이 많은 최단 
경로를 택하며, 은행 표시가 있는 가방이나 돈 가방에 현금을 담아 
이동하지 마십시오. 자동차 문을 잠그고, 의심스러운 행동에 주의하고 
모바일폰을 휴대하십시오.

이웃 알기
근처 매장의 사업주들과 알고 지냅니다. 연락을 유지하고 의심스러운 
활동이나 행동에 대한 정보를 공유합니다.



강도 사건 발생 시 해야할 일
강도 사건은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모든 
직원이 강도 사건이 발생했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강도 사건은 1분 안에 벌어집니다. 생명과 
안전이 돈이나 물건보다 훨씬 소중하다는 
점을 기억합니다. 강도가 그 누구도 해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강도 사건이 일어났을 경우:
1. 침착함을 유지합니다.
2. 반항하지 마십시오.
3. 강도에게 대항하지 마십시오. 

귀하의 안전, 직원과 타인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4. 갑자기 움직이거나, 강도에게 말하거나, 
쳐다보지 마십시오.

5. 강도를 쫓지 마십시오.
6. 강도가 만진 어떤 것도 만지지 

마십시오(경찰이 지문/DNA 샘플을 
채취할 수도 있습니다).

7. 모든 무기가 진짜이며 장전되어 
있다고 간주하십시오.

8. 조심스럽게 강도의 인상 착의를 기록하되 
쳐다보지는 마십시오.

9. 안전한 경우, 강도가 가는 방향과 차량 
상태 및 등록 번호를 기록해 두십시오. 

10. 강도가 떠나는 즉시 111에 전화하여 
경찰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11. 강도가 사용한 구역에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증거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12. 목격자들에게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증언하도록 부탁합니다.

13.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시간이 있다면, 
모두에게 이름과 연락처, 강도와 
강도 차량에 대한 묘사를 적어 
달라고 부탁합니다.

경찰에게 범죄 신고
다음과 같은 경우 언제나 111에 전화하여 
경찰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타인이 귀하 또는 직원을 위협하거나 

매장을 떠나기를 거절할 때
• 타인이 귀하의 물건을 가지고 가거나 

훔치려고 시도한 후 매장을 떠날 때
경찰이 오지 않는 경우?
경찰의 임무는 가능한 한 빨리 모든 범죄 
현장에 나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다시 전화를 걸어 빨리 오지 않는 이유를 묻고 
얼마나 걸릴지 물어봅니다. 다른 경찰서의 
전화번호를 www.police.govt.nz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영어를 잘 하지 못하는 경우?
경찰에 전화를 건 후, 해당 국가의 언어로 말할 
수 있는 통역사를 바꿔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서비스는 월요일~금요일(9am~6pm)까지 
제공됩니다.

언론과의 대처
강도 사건은 특히 범죄가 심각하거나 
폭력적이고 대중이 연루되어 있는 경우에 
언론의 관심을 끌 수 있습니다.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지 않거나 기자에게 
주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경찰의 수사를 방해하기 때문에 
범인을 검거할 가능성이 줄고 모방 범죄를 
조장합니다. 언론인이 연락해온 경우,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으며 언론과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고 예의 있게 말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Retail NZ  
홈페이지(www.retail.kiwi/crime)를 
참조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