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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서 제거 팀(GRAFFITI ABATEMENT TEAM) 

낙서 제거 팀(Graffiti Abatement Team, GAT)은 낙서반달리즘

을 근절하고 진압하는 일을 담당하는 주요 기관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3-4영업일(기상 상태 허용 시) 내에 가장 많은 

낙서 제거 요청을 처리할 수 있는 신속 대응 기관으로 발전

하였습니다.  CLIP는 필라델피아 내 1백만 개 이상의  건물

과 거리 구조물에서 낙서를 제거해 왔습니다. 이것은 시내 

주민과 기업들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신고 방법: 

 낙서가 있는 정확한 주소와 우편번호를 제공합니다.

 어떤 종류의 건물에 붙어있는지, 건물의 어디에 낙서가

위치하는지 알립니다.

 원하는 제거 방법을 명시합니다(페인트 또는 세척으로

제거). 

 선제적—주변에 낙서가 보이는 즉시 신고하십시오.

낙서 반달리즘을 신고하는 방법 

• 311 로 전화하여 직접 신고합니다.

• www.phila.gov/clip에 방문하여 온라인으로 신고합니

다.

낙서 제거는 필라델피아 거주민과 사업체를 위한 무료 서비

스입니다! 

 낙서 제거 팀

 빈 부지 프로그램

 건물 유지관리 프로그램

 지역사회 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역 봉사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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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2016년의 우수한 프로그램 결과

• 낙서 제거 팀으로 인해  113,000개 이상의 건물과

도시 구조물이 깨끗해 짐

• 40,000 개 이상의 빈 부지 구획을 검사함

• 15,000 개 이상의 빈 부지 구획을 CLIP 직원이 청소

함 

• 1,200건의 지역봉사 프로젝트 완료

• 546개 이상의 지역사회 기관에서 지역사회 파트너

십 프로그램으로부터 청소 용품을 제공받음

• 6,000 개 이상의 장비를 지역사회 파트너십 프로그

램에서 대여함

• 13,500 개 이상의 건물 외관을 검사하여 CLIP 직원

• 3,100

“건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끊임없이 수고

해 주시는 모든 분들과 이웃의 외관에 자부

심을 갖고 계시는 수천 명의 자원 봉사자분

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함께 사회를 변

화시킬 수 있습니다.” 

Thomas Conway, 

부관리국장(Deputy Managing Director) 

www.phila.gov/clip @PhillyCl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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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유지관리 프로그램 및 빈 부지 프로

그램  

도시의 건물 유지관리 및 빈 부지 프로그램은 

불법 방해 건물의 문제와  이에 따른 과성장, 쓰

레기 및 잔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되었

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주요 목적은 도시의 건물 

유지관리 코드를 시행하여 지역의 정화를 촉진

하는 것입니다. 시에서 징벌적 제재를 가하기 전

에 건물 소유자에게 건물을 유지관리해야 함을 

알리는 경고문을 발행합니다. 경고 후에도 소유

자가 관리를 하지 않으면 도시의 제거 직원이 

해당 건물을 청소하고 청소비를 소유자에게 부

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불법 방해 건물을 신고하는 방법 

311*로 전화하여 직접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 물품 신청 방법 

• 215-685-9558로 전화

• www.phila.gov/clip로 웹사이트 방문

지역 봉사 프로그램  

지역 봉사 프로그램(CSP)은 비폭력 범죄자(18세 이상)에게 

도시의 청소 및 미화로 지역 봉사형을 이수할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합니다.  프로젝트는 도시 건물, 지하도, 블록 등

에서 먼지 등을 닦고 제거하며 지역사회 그룹의 조직적 

청소를 돕는 일을  돕는 일입니다.   

지역 봉사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215) 685-3071

로 전                                       www.phila.gov/clip

화하시

거나 

지역사회 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역사회 파트너십 프로그램(Community Part-

nership Program, CPP)은 이웃의 청소 및 유지관

리에 참여하는 지역사회 그룹의 자원봉사자, 기

업 및 주민들에게 청소 도구와 물품을 대여해 

줍니다. 물품은 갈퀴, 빗자루, 삽, 쓰레기 봉투 

등입니다. 청소가 끝나면 지역사회 평생 개선 

프로그램 직원이 봉투에 담은 쓰레기를 수거할 

수도 있으며 CPP의 협력을 받습니다. 이 프로그

램은 연중 내내 운영됩니다.   

국장(DIRECTOR)의 글 

         CLIP는 건물 유지관리 코드의 교육, 명시된 

코드의 시행, 및 정당한 경우 불법 방해 근절을 

통해 이웃의 외관을 개선하는 일을 전담하는 

몇 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됩니다. 이 프로그

램은 효율적으로 설계되었으며 주민 및 기업과

의 파트너십을 구성하여 효율성을 최대화함으

로써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높입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열심히 

일하고, 개인적으로 책임지고 전념하는 것은 

훌륭한 국가의 중추가 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웃에 참여하고  우리 프로그램에 

협력하여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냄으로써 이

러한 사상을 지속시키기를 요청합니다. 

Thomas M. Conway, 

부관리국장(Deputy Managing Director) 

  필라델피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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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이나 시외에서 311로 신고하시려면, (215) 686-8686으로 전화하여 주십시오.

“멋진 도시의 청소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

니다!” 
Kore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