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도난
당신의 자동차 도난은 악몽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자동차 뿐만
아니라 차안에 있는 휴대폰, 전기 탐지기, 아이패드 등 또한
도난당할수 있습니다. 당신의 개인 서류 등을 이용한 신용 카드
위조 수표 사기 등의 추가 범죄를 저지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차고 문 오프너는 당신 자신을 포함하여 집 침입에 이용
될 수있다. 당신은 대체 교통 수단을 찾아야 할 것이고 모두 도난
차량을 교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차를 부수고 도난하는
범죄의 시간은 일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평균적으로 매일
캘거리에서는 16대의 차량이 도난 되어집니다.

자동차 도난은 시간과 물질적 피해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자동차 보험료를
인상시키고 도난차량으로 다른 많은 범죄가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아래 리스트들은 200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동안
캘거리에서 도난당한 차들의 제조일, 모델, 도난수:
1.
2.
3.
4.
5.
6.
7.
8.
9.
10.

Ford Trucks - 557 도난
Honda Civic - 314 도난
Dodge/Plymouth Vans - 237 도난
Dodge Trucks - 225 도난
Dodge/Plymouth Neons - 224 도난
Chevrolet Trucks - 207 도난
GMC Trucks - 171 도난
Jeep Cherokees - 105 도난
Honda Accord - 99 도난
Acura Integra - 46 도난

총 도난된 자동차 수 - 6022
발견된 자동차 수 - 5392

차 도난의 피해를 막기위한 당신이 할수있는
몇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당신의 차를 집앞에 주차할지라도, 항상 창문을 잘
닫고, 문단속을 잘하고 키를 본인이 보관합니다.
2.

절대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 보험증서, 신용카드 또는 다른
중요한 서류를 자동차 서랍에 두지 마십시오. 그것들을
당신의 지갑또는 가방에 보관하십시오.

3. 당신의 자동차 번호판과 자동차 정보카드를 복사하고
그것들을 당신이 소지하십시오. 당신의 차가
도난되었을경우 경찰은 그러한 정보가 필요할것입니다.
4. 자동차 키체인에 어떠한 개인정보도 남기지
마십시오.
5. 당신의 차가 잠겨있더라도 절대 귀중품을 잘 보이는곳에
두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도둑들의 눈길에 끌것입니다.
그것들을 트렁크에 두거나 보이지 않는곳에 두십시오.
6. 차 안에 보조키를 두지나 숨기지 마십시오. 도둑들은 모든
숨겨진 장소를 잘 압니다. 당신의 지갑에 보조키를
보관하십시오.
7. 가능하다면 항상 보행자가 많이 다니는곳에
자동차를 주차하십시오.
8. 오늘날 많은 자동차는 공장에서 생산될때 몇가지의
안전보안 장치와 함께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당신이
요청한다면 그 기능을 더 향상시킬수 있습니다. 최상의
선택은 차량이 시작 또는 구동 될 수 있도록 연료 공급을
차단 시스템이다. 또 다른 보안장치들은:
• 장비를 사용할수 없는 전기 차량
• 핸들 잠금장치
• 자동차 경보음
• 후드잠금 장치
9. 심지어 사업, 보관 또는 겨울에 차를 워밍을 하더라도
차를 절대 시동을 건채로 두지 마십시오. 자동차들은
흔히 현금자동 입출기 앞 또는 편의점앞에서 많이
도난되어집니다.
10. 만약 당신이 차고를 사용한다면, 그것을 사용하고 꼭
차고문을 잠그십시오. 심지어 자동차가 차고에
주차되어 있더라도 반드시 자동차를 잠그십시오.
11. 만약 당신이 차 주변에 의심스러운 사람들이 보이면,
경찰에 전화 하십시오. 먄약 그것이 긴급사항이 아니라면
전화번호는 (403) 266-1234 그러나 생명과 죽음의
상황, 부상사고 또는 범죄가 진행되는 경우는 911으로
전화 하십시오.
12. 만약 당신의 자동차가 도난되었다면, 경찰에 바로
연락을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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