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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가방과 지갑을 보호하십시오. (purse)

대부분의 소매치기들은 그들의 범행 장소로 상업적 지역을 이용합니다.
그들의 범행은 여성을 상대로 하는데 그것은 남성의 지갑 보다 여성의 지갑과
가방이 훔치기 쉽기 때문입니다.
아래의 예방법을 따르시면 이들 범죄자들로부터 당신 자신을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 열쇠를 지갑과 함께 두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가방을 도난당했을 
시에 도둑이 당신의 집으로 침입할 수 없습니다. 열쇠를 당신 주머니
에 따로 보관 하십시오.

• 소매치기들은 당신의 지갑을 가방에서 훔치는 동안 당신의 관심을 다
른 데로 돌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들은 흔히 여러 명이 같이 일하는데, 
한명이 당신과 부딪치고 다른 한명이 당신의 가방에 손을 넣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물건을 사기위해 기다리는 동안 가게 안에서 흔히 일어
납니다. 가끔 소매치기들은 당신의 관심을 끌려고 다투거나 싸우는 광
경을 연출하기도합니다.

• 파킹장에서 조심하십시오. 도둑들은 차안에 여성 혼자일 경우 다가옵
니다. 한명이 여성에게 말하기를 타이어에 펑크가 났다거나 오일이 샌
다거나 자동차 바디에 최근에 있었던 구부러진 흔적에 관하여  이야기
하고 여성이 차 밖으로 나와서 살피는 동안 다른 한명은 여성의 차안
에서 가방을 훔쳐냅니다.

• 식당에서는 의자에 가방을 걸어두지 마십시오. 식사하실 동안에는 가
방을 당신 무릎위에 두십시오.

• 절대로 뒷주머니에 지갑을 넣지 마십시오. 바지 앞주머니나 코트 안주
머니에 넣으십시오.

• 가방을 가지고 걸으실 적에는, 어깨로 부터 가슴에 가로질러 매십시오.

• 특별히 기차나 버스 안에서 사람이 많은 출퇴근 시간에는 당신의 가방이
나 지갑을 조심 하십시오. 모든 지갑과 전자제품은 앞쪽으로 두십시오.

• 다른 사람이 논쟁이나 당신의 감정의 동요를 일으키는 동안 당신의 지
갑을 훔쳐가는 것을 조심하십시오.

• 은행에서 현금을 찾을시 주의 하십시오. 도둑들은 은행 창가에서 지켜
봅니다. 가능 하면 집에서 현금인출 용지를 작성하십시오. 그들은 용
지의 색깔도 알고 있습니다.

• 그날 하루의 사용할 만큼의 현금과 카드와 귀중품들을 가지고 다니십
시오. 현금은 지갑과 가방과 호주머니에 나누어두십시오

• 모르는 사람이 시간이나 길을 물을 때 조심 하십시오. 도둑들은 범행
상대로 이런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소매치기 조직들은 특히, 연휴기간에 사람이 많이 몰리는 상업지역에서 범행을 합니다. 

(비상 신고 911)

Protect your Pocketbook or Purse

Pickpocket and purse-snatchers conduct most of their criminal activity in 
commercial areas.  Most of them choose females as their victims because purses 
and pocketbooks are easier to steal than men’s wallets. You can protect yourself 
from these criminals if you follow these basic tips:

• Keep your keys separate from your purse.  If your bag is stolen, the thief will 
not have access to your home.  Keep your keys in your pocket

• Pickpockets often use a diversion to get your attention while they attempt 
to steal your wallet from your purse.  They often work in teams one will 
bump into you while the other reaches into your bag.  This often occurs in 
stores while you are waiting to pay for an item.  Sometimes they will stage an 
argument or fight to divert your attention.

• Be aware in parking lots.  Thieves will often approach a woman alone in 
a car.  They will tell her that she has a flat tire, an oil leak, or recent body 
damage.  When the victim exits her auto to examine the situation, a second 
thief reaches into the car and steals her purse.

• Never hang your purse over a chair in a restaurant. When dining out, the only 
place for your purse should be your lap.

• Never carry a wallet in a rear pocket, use a front trouser or an inside coat 
pocket.

• When walking with a purse.  Keep it over your shoulder on a short strap with 
the flap facing your body.  

• Be particularly aware of your purse/wallet in crowded situations, such as rush 
hour trains and buses.  Have all wallets or electronic in front of you.

• Beware of arguments or commotions designed to distract you while your 
pocket or purse is being picked.

• Be careful when making withdrawals at banks.  Thieves often watch customers 
through the windows.  If possible fill out the withdrawal slip at home.  Thieves 
know the color of the withdrawal slips.

• Minimize the amount of money, credit cards and valuables you carry by only 
taking items that are necessary for the day.  Divide money between your 
purse/wallet and pockets

• Be alert when approached by a stranger asking for directions or the time of 
day.  Thieves often use this approach when sizing up their victims.

Teams of pickpockets and purse-snatchers work on crowded and commercial 
areas, especially around Holiday seasons.

                   Dial 911 for emergenc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