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nsider that if you unlock the vehicle and place your 
handbag on a passenger’s seat whilst getting into the 
driver’s seat, a thief could open the passenger door and 
remove your handbag.  
 

 Holding onto your handbag and not putting it down until you 
are fully inside and have locked all the doors will reduce the 
risk of it being stolen.  
 

 Your attention could be diverted from your handbag when 
placing shopping bags in the boot. For security, open the 
passenger compartment first, place your handbag on the 
floor, and then immediately lock all doors before attending to 
your sho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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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d bag safety tips: 

 
 
These guidelines have been prepared by Police primarily as 
advice for women on practices that can be adopted to reduce the 
risks of a handbag being snatched by a thief.  Being alert and 
following the tips outlined in these guidelines will minimise the 
opportunities for theft and your chances of becoming a victim.  
 
 

 Being alert, walking upright and briskly with a handbag firmly 
held in a secure position, conveys a positive body language, 
and reduces the risk of becoming a victim.  

 

 Consider carrying your handbag tightly under an arm, or in 
front, so that it cannot be suddenly snatched from behind.   
Take into account that if you wrap a handbag strap around 
your arm, an injury could be sustained if the handbag is 
forcibly snatched.  

 

 Be wary of any person who may seek to distract you. If you 
are suspicious of the person’s intentions, move your 
handbag into a position from which it cannot be easily 
seized.  Displaying a confident manner acts as a deterrent.   
 

 If you see anyone who makes you feel uncomfortable, 
maintain a good distance and consider crossing the road, to 
reduce any risk of your handbag being snatched.  

 

 Always keep your doors locked when travelling by a motor 
vehicle.  This will prevent anyone from opening a door and 
removing your handbag.  

 

 If you place your handbag on a seat, this could make it more 
visible and attract attention. Keeping it on the floor or hidden 
under your seat is better for security.    

 

 Before exiting your vehicle, look around for any persons who 
may be loitering nearby. If you see anyone who looks 
suspicious, drive away and park in a different location.  

 

 Never leave your handbag or other valuables in an 
unattended vehicle as that will make you a target for 
opportunistic thieves. We recommend that instead of hiding 
valuables in your vehicle that you take them with you, so 
there is nothing for thieves to take if you do unfortunately 
find your vehicle has been broken into.  
 

 If you feel uncomfortable walking through a carpark it can be 
a good idea to keep close to any persons going in your 
direction, who you perceive are not a risk to you. 

 

 

 

다음 내용들은 가방이나 작은 소지품을 지니는 어느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유익한 것이며 항상 경계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다음 안내문에 제시된 내용들을 통하여 여러분이 소매치기의 

대상이 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날치기 범은  보기에 쉬운 대상으로 보이는 사람을 노립니다. 날치기 범은 
핸드백을  소매치기 당하기 쉽게 매고 다니는 대상을 노리며,. 특히나 자신감이  
없이 걷는 인상을 주는 사람을 선호 합니다. 

 

 핸드백은 안전하게 팔 밑이나 앞쪽으로 감싼 채  다니십시요. 이런 자세는 
예기치 않게 뒤쪽에서 시도하는 날치기를 막아줄 수 있습니다..    

 

 움직이는 차량과 근접해 있는 경우에는, 핸드백을 잘 붙잡으 십시요. 
그러함으로써 자건거, 오토바이 또는 자동차를 이용한 날 치기를 예방 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날치기가 발생할 수 있는 외 딴 지역은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날치기범은 자신들의 행동이 다른 사람 눈에 띄이지 않는 곳을 선호하기 때문 
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따돌리려는 사람을 주의 하십시요. 의심이 가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핸드백의 위치를 안전하게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 있어 보이는 
자세는 가장 쉬운 안전 책이기도 합니다. 
 

 불안한 느낌이 드는  사람이 있으면 일정의 거리를 두어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를 이용할 경우 항상 자동차 문을 잠그어 두십시요. 그럼으로써 문을 
열고 핸드백을 가져가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만일 가방을 좌석에 두게 되면 눈에 띄이게 되어 도난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바닥 안쪽에  보이지 않게 두는 것이 좋습니다. 
 

 도난 당할 염려가 있는핸드백이나 귀중품을 절대로 차안에 방치해 두지 
마십시요. 절도범들은 훔칠 물건을 늘 살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 하십시요. 
 

 자동차 문을 열고 옆자리에 가방을 넣고운전석에 앉는 동안 조수석 문을 열고  
핸드백을 날치기 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십시요. 완전히 자동차 운전석에 
들어갈 때까지는 가방을 놓치 말고 들어간 후에는 문을 잠그는 것이 도난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쇼핑한 물건들을 트렁크에 넣는 동안 핸드백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안전을 위해 조수석 문을 먼저 열고 가방을 넣고 문을 잠근후 
쇼핑한 물건들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대중 교통 수단을 사용하여 여행할 경우에는 핸드백을 의자나 밑에 놓지말고  
안전하게 쥐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쇼핑 트롤리를 수퍼마켓이나 기타 지역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트롤리에 부착된 
끈을 통해 핸드백을 안전하게 하십시요.  
 

 

简单的防范措施就能降低被盗抢 

的风险，避免您成为受害者 

 

圣诞新年将至，街头抢劫, 特别是抢劫手提包的案件有可能增加。

有您的帮助，我们可以预防这类案件的发生！ 

 

● 手提包内避免携带大量现金或贵重财物。 

● 任何时候都要握紧手提包并尽量贴近你的身旁，使它很难被

抢走。 

● 如果你携带手提包在停车场或商场附近，要提防有人尾随，

并注意周围是否有形迹可疑之人。 

● 如果你觉得不安全或是觉得有人跟随你，请立即走近附近的

人群当中，或其它的安全场所。 

● 如果看见有人形迹可疑，或发现有偷窃企图，请立即报警。 

● 当进入车子时，要把手提包抓好放在腿上，同时关闭车门，

并锁好车门车窗。 

● 不要把手提包放在无人看管的车上，即使是隐藏在不会从外

面被看见的地方。小偷砸车进入车内时，知道哪里藏有手提

包，而且还会把放在车尾箱的财物偷走。 

● 在超市购物，如果把手提包放在手推车上，要确保所有袋口

都关好，以防止裏面的钱包外露，並使用手推车上的绑带绑

好手提包。挑选食品时，要保证手推车和手提包在你视线

内。 

● 如果遇到有人想抢夺手提包，请尽快拨打 111，向警方报

案。要注意，你的人身安全最重要，因为在抢夺手提包的互

相争持中可能伤及你的身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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