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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eNSW (시큐어뉴사우스웨일즈) 

secureNSW 시큐어뉴사우스웨일즈는 뉴사우스웨일즈내의 테러리즘에 대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뉴사우스웨일즈 주정부의 웹싸이트입니다. 해당 웹싸이트의 일부 정보가 아래에 

번역되었습니다. 

비상사태 및 주요 전화번호  

테러리즘에 대처할 때 거는 전화번호와 언제 전화를 걸어야 하는지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이 세개(000)인 응급사태, 국가 안보 핫라인, 그리고 범죄 방지 센터 

전화번호는 호주내에서 어느 전화로 걸어도 무료이며 연중 24 시간내내 운영됩니다. 

당신의 영어가 서투르면 전화상담원이 통역사를 3 자 통화로 부를 수 있습니다. 

경찰지원 전화번호 혹은 경찰내의 시민연락부서로 전화를 하고자할 때, 당신의 영어가 

서투르면 통번역서비스 13 14 50 로 전화를 해서 아래에 소개된 전화번호중 하나를 

걸어서 당신을 위해 통역을 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비상사태 

 응급사태시 전화번호는 000 (영이 세개)  

경찰, 소방서 혹은 응급차로부터 긴급히 도움을 받고자 하면 000 을 누르십시오. 이 

번호는 호주내 어느 전화로도 무료로 걸 수 있으며, 네트웍에 연결되지 않은 

휴대전화나 공중전화로도 걸 수 있는 번호입니다. 

중요한 전화번호  

 국가 안보 핫라인 - 1800 1234 00 

당신이 알고 있는 누군가가 급진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고 우려되거나 테러리즘과 

관련된 의심되는 행동과 정보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즉시 국가 안보 핫라인 1800 1234 

00 으로 연락하십시오.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비밀이 보장되며 당신의 신원은 밝히지 

않아도 됩니다. 국가 안보 핫라인에 hotline@nationalsecurity.gov.au 이메일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범죄 방지센터 - 1800 333 000 

아직 저질러지지 않은 범죄 또는 범법자가 알려지지 않은 범죄 (예: 침입, 악의적 손상, 

절도, 경미한 차량사고 등)를 신고하려면 범죄 방지센터 1800 333 000 로 

전화하십시오. 

mailto:hotline@nationalsecurity.gov.au?Subject=Suspicious%20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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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경찰 문의 – 131 444 

당신이 범죄의 피해자이거나 범죄를 신고하려 하거나, 경찰에 일반적인 문의를 

하고자 할 때 응급사태가 아니라면 경찰지원 전화번호 131 444 로 전화하십시오.  
전화를 받는 직원이 신고를 접수 완료후에 당신 거주지역의 경찰에게 즉시 해당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테러리즘에 대처하는 문제로 경찰과 대화를 원하십니까? 

테러리즘에 대처하는 문제를 두고 시민들과 협의하기 위해 뉴사우스웨일즈 경찰내에 

시민연락부서가 설립되었습니다. 해당 연락부서는 경찰이 시민들의 우려사항이 

무엇인지를 보다 잘 알 수 있도록 하고 뉴사우스웨일즈내의 테러리즘 대처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이해를 높히고자 설립되었습니다. 

당신이 속한 이민자그룹이 경찰의 시민연락부서와 토의를 하거나 회의를 원하면 (02) 

9919 9288 으로 전화를 걸거나  CTSTCCU@police.nsw.gov.au으로 이메일을 보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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