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아두고 꼭 지키자 

일본 규칙 

 

한국어 

 

알아두자 
은행 현금카드나 휴대본, 건강 보험증, 학생증 등 

본인의 소유물이라도 판매, 양도, 대여하거나  

타인의 물건을 구입, 양수, 차용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키자 
 범죄 단체는 단순한 노동에 고수입을 주는 

아르바이트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하면 안되는 아르바이트 

할아버지나 할머니를 만나 물건을 건네받는 일 

물품 보관함에서 물건을 찾아오는 일 

타인의 현금카드로 돈을 인출하는 일 

남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남 앞으로 온 택배를 

수령하는 일 

은 범죄입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제안을 받아도 단호하게 거절하십시오. 

 

알아두자 
하면 안되는 아르바이트가 있습니다. 

단순한 일로 큰 돈을 벌 수 있는 아르바이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범죄에 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지키자 
은행 현금카드, 통장  

휴대폰 “SIM카드가 삽입된 것” 

을 타인에게 판매, 양도를 하면 안 됩니다. 

구입, 판매자도 검거됩니다. 

귀국할 때나 본인이 사용하지 않게 되었을 때는 

은행이나 휴대폰 매장에 가서 ‘카이야쿠 (계약 해지)’ 

하고 싶다고 직원에게 말씀하십시오. 

건강 보험증、학생증 

을 제3자에게 대여 또는 차용하지 마십시오. 타인의 

물건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친구로부터 부탁을 받아도 보험증 등을 다른 

사람에게 빌리거나 빌려줘서는 안 됩니다. 

ひょうごけんけいさつ 

HYOGO PREFECTURE POLICE 



 

알아두자 
계산하지 않는 상품을 들고 매장을 나가면 안 됩니다. 

  타인이 두고 간 물건, 유실물 등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하면 안 됩니다. 

 이런 행위는 범죄입니다. 

지키자 
매장 상풀을 훔치면 안 됩니다. 

타인의 물건을 훔치면 안 됩니다 

본인이 직접 훔치지 않았다고 해도 

   매장 직원에게 발각되지 않게 망을 보는 행위 

    훔친 물건을 운반하는 행위 

도망 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위 

등 물건을 훔친 자를 도와주는 것도 범죄입니다. 

타인이 두고 간 자전거를 함부로 가져가면 안 됩니다. 

길에 떨어져 있는 물건이라도 함부로 가져가면 안 

됩니다. 

가까운 파출소에 제출하십시오. 

알아두자 
위조 체류 카드를 

소지하면 안 됩니다. 

구입하면 안 됩니다. 

제조하면 안 됩니다. 

사용하면 안 됩니다. 

 

지키자 
체류 카드에는 본인의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위조 체류 카드의  

소지, 구입, 제조, 사용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검거됩니다. 

SNS 상에 위조 체류 카드를  

  판매하겠다 

 제조하겠다 

는 내용의 댓글을 발견했다고 해도 구입하면 안 

됩니다. 

 체류 카드 기재 내용을 신청없이 변경하면 안 

됩니다. 

알아두자 
타인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다른 사람 아름과 카드 

번호으로  

모바일 결제 

인터넷 쇼핑 

을 하면 안 됩니다. 

지키자 
 SNS 상에는  

범행에 가담하게 되는 아르바이트 모집글이 

곳곳이 떠돌고 있습니다. 

물품 구매만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아르바이트는 

대부분 불법 범죄인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 아르바이트인 경우, 물품을 구매한 자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른 사람 아름과 카드 번호로 물품을 구매하면 안 

됩니다. 

 친구로부터 부탁을 받아도 다른 사람 이름과 카드 

번호로 결제하면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