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遺失物　中村

분실자 

노상에서 

분실 했을 때 

시설내에서 분

실 했을 때 

시설에 

문의 

경찰서、파출소에서 

분실물 신고서 작성 

분실물 

발견！ 

분실물이 보관하는 경찰서에서 수령（원칙） 

 
※  송부에 의한 수령을 원할 경우,「물건송부의뢰서」및 

  「수령서」를  미리 작성하고 송료(전부 자기부담)하고  

  같이 경찰서에 제출하세요. 

※  대리인에게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대리인은 위임장  

  (본인이 작성) 하고 신분확인 서류를 지참하세요.  

물건을 분실했을 때 

○  습득자에서 청구가 있을 떼는 

  보로금(물건 가치의 ５％～20％) 

  및 물건 보관등에 요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  보로금에 대해서는 경찰은 관  

  여하지 않기 때문에 습득자하고  

  이야기 해 주세요. 

분실물 중에 은행카드、신용카드、휴대폰등이 

있을 경우、카드 발행처나 통신사에 연락하고、

이용정지절차를 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서 

분실자에 연락 

  경찰이 물건을 3개월간 보관 

하고 분실자를 찾기 의해서 공 

고나 관게기관등에 조회조사등 

을 합니다. 

※ 우산 의류등은,공고한 날 

부터 2주일 이내에 분실자가 

판명하지 않을 경우 매각 또는 

처분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못 찾았을 때 

못 찾았을 때 

○  분실물신고서는 분실자의 신고내용을  

  기재하고 수리하는 곳이고,분실한 사실을  

  증명하는 곳이 아닙니다. 

 

○  분실물신고서에 기재 된 물건의 습득 

  이 있었을 때는,분실자에 연락을 합니다. 

    분실물신고서를 토대로 조사나 수색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  귀국 할 경우,귀국 후에도 연락할 수  

  있는 전화본호,메일 아드레스를 기입해  

  주세요. 

○  일본 국내에 본인 대신에 경찰하고  

  연락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경우는 그  

  사람의 이름,연락처도 기입해 주세요. 

경찰 



물건을 습득했을 때 
습듯자 

시설내에서 

습득했을 때 

노상에서      

습득했을 떼 

시설의 관리자에게 제출 

（24시간이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경찰서,파출서에 제출 
（７일이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습득자권리가 없어집니다.） 

귀국 할 경우,귀국 

후에도 연락할 수 있는 

전화본호, 메일 아드레스 

를 알려 주세요. 

경찰 

분실자가 판명한 

경우 

분실자가 

판명하지 않은 

분실자에게 

반환 

경찰이 물건을 3개월간 보 

관하고 분실자를 찾기 

의애서 공고나 관계기관등에 

조사등을 합니다. 

※우산 의류등은 공고한 날 

부터 2주일 이내에 분실자가 

판명하지 않을 경우 매각 

또는 처분을 할 경우도 

있읍니다. 

 

습득물건

보관서 

「습득물건보관거」는 

경찰이 물건을 수령했을 때 

습득자에게 교부됩니다. 

 물건의 서유권을 취득한 후 

당해 물건을 받을 때 필요하 

기 때문에  소중히 보관해 

주세요. 

시설의 관리자가     

경찰에 제출   

경찰에서 반환의 

연락이 없고 3개월 

분실자에게 물건을 반환할 

경우에는 경찰이 습득자에게 

연락합니다 

습득자의 권리 
① 분실자에게 보로금을 청구하는 권리 
분실자가 판명한 경우,물건가치의５％～20％보로금을 분실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시설내 습득의 경우2.5％～10％) 

② 3개월 이내에 분실자가 판명하지 않을 경우,물건을 

받을      권리 
3거월 이내에 분실자가 판명하지 않고,물건 수령을 원할 

경우,습득물건 

보관서에 기재된 인수기간（２개월）이내에 경찰서까지 수취에 

와주세요.（경찰에서 보관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게 할 경우가 

있습니다.） 

송부에 의한 수령을 원할 경우,「물건송부의뢰서」및「수령서」를 

미리 

작성하고 송료（전부 자기부담）하고 같이 경찰서에 제출하세요. 

※법률로 소지가 금지되는 물건,신용카드나 휴대전화등 

개인정보가 

기재되는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③ 물건의제출,보관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하는 권리 
분실자에게 물건의 제출보관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기 권리의 어느 것을 선택하고 주장하는 것 또는 모든 권리를 

포기 

할 수 있습다. 

・①및③의경우,분실자의 이름과 주소를 가르칩니다. 

・보로금,비용에 대해서는 경찰은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분실자하고 이야기 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