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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치기 예방
위험을 인식하고 스스로를 보호하십시오. 범죄를 행하기 어렵게 만드세요.
귀중품은 몸에 꼭 붙여 운반하세요. 소매치기범들은 밀치는 상황에서 눈에 띄지 않는 신체접촉을 시도합니다.
피해자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며 이때의 부주의를 이용합니다.
현금과 은행카드, 신분증은 따로따로 보관합니다. 지갑을 통째로 잃어버리는 것은 많은 비용과 시간, 스트레스
를 수반합니다.
귀중품, 휴대폰, 디지털 카메라는 잠금장치가 있는 안쪽 주머니에 넣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매치기들은 고
도로 노련하며, 피해자는 자신이 절도 피해를 당한 상황을 아마 전혀 인식하지 못할 것입니다.
대중이 운집한 곳에서는 손가방이나 크로스백 등은 꼭 잠그고 몸 앞으로 메거나 팔 아래에 꼭 끼워서 운반하세
요.
사람들이 밀치는 혼잡한 상황에서는 배낭을 몸 앞으로 메십시오. 배낭의 바깥 주머니에 귀중품을 넣어두면 쉽
게 절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절도피해시 알아 두어야 할 정보
신용카드 번호, 신용카드 보안코드, 계좌번호 및 은행번호, 휴대폰 관련 중요 번호: 전화카드 (SIM) 번호, IMEI
번호 (단말기 고유식별번호 – 확인방법: *#06#), 원거리 차단 및 위치 추적을 위한 정보 (소프트웨어가 휴대폰
에 깔려있어야 함)
주요 전화번호
은행카드 및 휴대폰 차단을 위한 전화번호
은행카드 차단 비상전화:
경찰 비상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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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 띄지 않는 접근

밀치거나 부딪히는 수법

범인은 사람들
이 다른 일에
신경이 뺏겨있
는 상황을 이
용하여 신속하
고 표나지 않
게
귀중품을
훔칩니다.

예를 들어 버스 승차시,
상점 입구 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선동꾼”
이 갑자기 피해자 앞쪽에 멈
춰서고 정체를 야기합니다.
실제 훔치는 자는 이 상황
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에 접근합니다.

가려진 손
범인은 외투나 신문 또는 가
방과 같은 물건을 활용하여
범죄순간을 은폐합니다.

범죄기회 제공
범인은 가방이 허술하
게 놓여 있거나 좌석
팔걸이에 걸려있는 상
황을 이용합니다 (예
를 들어 상점이나 식
당, 버스)

주의분산 수법
소매치기들은 팀으로 “작업”. “주의를 분산시키는 자”는 공범이 피해자의 가
방에서 귀중품을 훔쳐 제3자에게 전달하는 동안 피해자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합니다 (절취품을 전달받은 제 3의 인물은 아무도 모르게 사라집니다).
범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주의분산 계략:
•

누군가 지도를 펼쳐 보이고 어디를 찾는다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

누군가 (피해자의) 옷을 더럽혔다면서 닦도록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

누군가 잔돈을 바꿔달라고 부탁합니다

•

누군가 피해자에게 접근, 즐겁게 춤을 춥니다

은행 고객의 동향감시
범인은 현금인출기를 감시하며 현금을 찾는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립니
다. 범인은 이제 출금한 고객이 어디에 돈을 보관하는지 정확히 인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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