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나가와현 경찰

가나가와현 경찰은 안전해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사회의 실현을
위하여 강력한 각종 경찰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건이나사고를당했으면… 

휴대 전화
숫자 110을 눌러 주십시오.
(지역번호는 필요없습니다.)

고정 전화 숫자 110을 누르거나 돌려 주십시오.

공중 전화
(전화 요금이 안
듭니다)

빨간색
긴급신고 버튼이
있는 경우

수화기를 들고 전화기 앞면에 있는 ‘빨간 버튼´을
누른 후 숫자 110을 눌러 주십시오.

빨간색
긴급신고 버튼이
없는 경우

수화기를 들고 숫자 110을 눌러 주십시오.

진정하시고 110번 경찰신고를하십시오.

일본에서 단기 체류하시는 외국인 분들은 항시 여권을 휴대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경찰관이 직무집행하면서 여권 제시를 요구했을 때는 여권을 제시하십시오.

벌칙 : 10 만엔 이하의 벌금

최소한 일본 법률과 매너를 지킵시다.
일본에서는 20세 미만자의 음주 및 흡연은 법률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여권을 휴대하십시오.

물건을 잃거나 잊으시면…

즉시 가까운 파출소나 경찰서에 신고하십시오.
떨어진 물건을 습득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신고하십시오.

안심하고 전화를 하십시오. 여러 언어로 대응합니다.

※남이 떨어뜨린 물건 등을 가져가는 것은 범죄입니다.



날치기주의!

・가방은 찻길과 반대편에 들고 숄더 백은 끈을
대각선으로멥시다.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과 이어폰 등으로
음악을 듣는 것은, 주변 소리나 상황을 알
기 어려워지므로하지 맙시다.

들치기 주의!

・가방 등 소지품은 몸에서 떼지 맙시다.

들치기 범인은 한 순간의 빈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가방을 바닥 등에 놓을 때는 다리 사이에 두는 등 쉽게 가져가지
못 하도록 합시다.

치한주의!

・어두운 길은 가급적 피하고 주위에 수상한 사람이
없는지, 뒤에서 따라오는 사람은 없는지 주의합시다.

・방범 버저 등 휴대용 경보기를 들고 다닙시다.

화장실이나전화통화 등 잠깐 자리를 비웠을 때,
매표기 앞에서 가방을 놓았을 때 등은 특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뒤에서 오는 오토바이 등에 주의하시고
뒤돌아봅시다.

・돌아서 가더라도 밝고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을 골라서 걸읍시다.



도로는 많은 사람들과차량이 통행합니다. 안전하고원활하게통행할 수 있
도록 교통 규칙을 지키십시오.

도로를통행할때주의할점

주변 보행자와자동차의움직임에주의하고타인에 대한 배려심을가집시다.

〇통행 요령
・인도, 또는 보행표시가 있는 도로(노측대)인 경우는 그 곳을
통행합시다.
・인도, 또는 노측대가 없을 때는 도로의 우측을 통행합시다.

〇횡단 방법

・횡단보도나 육교, 지하도가 근처에 있으면 그 곳을 횡단합시다.
・‘보행자 횡단 금지´표지가 있는 도로에서는 절대로 횡단하지
맙시다.

자전거를탈때의주의사항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〇통행 요령 ・자전거는 원칙적으로 찻길의 좌측을 통행합시다.
・자전거 도로가 있는 곳에서는 자전거 도로를 통행합시다.

〇금지사항

・음주운전 ・2인승 ・나란히 타는 것
・불 안 켜고 다니는 것 ・우산을 들고 타는 것
・휴대혼/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타는 것

・차량 운전을 즉시 정지합시다.
・연속 사고를 막을 조치를 취합시다.
・부상자가 있는 경우는 전화번호 119번으로 응급차를 부릅시다.
・부상자가 있든 없든 간에 110번 경찰 신고를 합시다.

`보행자 횡단 금지´의 표지

〇인도를통행할 수 있는 경우

`자전거 및 보행자 전용´의 표지

・자전거 인도 통행 가능이라는 표지가 있는 인도에서는 보행자
우선으로 찻길에 가까운 측을 서행합시다.
・13세 미만의 어린이, 70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은 인도를
자전거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책상이나 테이블 밑에 들어가서 몸의 안전을 확보합시다.
・문을 열고 비상구를 확보합시다.
・황급히 밖에 나가지 맙시다.
・흔들림이 수그러들면 불처리를 합시다.

일본은 지진과 태풍 등 자연 재해가 많은 나라입니다.
재앙은 언제 발생할지모르므로 다음 사항에 유의하십시오.

지진이발생했을때

태풍이왔을때

〇 실내에 있을 때

〇 옥외에 있을 때

・가방이나 재킷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넓은 곳 등에
일시적으로 피난합시다.
・쓰러지기 쉬운 물건(블록 담장 및 전신주 등)에서
떨어집시다.

※바다나 강 근처에서는 해일이 올 수 있으므로 바로 물가에서 떠나서
되도록 빨리 높은 곳으로 대피하여 해일 정보를 확인합시다. 

・외출을 삼가고 TV/라디오 뉴스를 듣고, ‘태풍 정보´
등 기상정보를 확인합시다.
・급 경사지나 증수한 하천 등 위험한 곳에 접근하지
맙시다.
・‘피난 권고´가 발령된 경우는 피난 장소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시다.

미리 준비할 것

・피난 장소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합시다.
・피난할 때 가져갈 것들(식량, 의류, 현금 등)을 준비해 둡시다.

신변의위협을느끼면자체적으로
피난합시다.



○공항주변

○ 150m 이상상공

○인구집중지구상공

(띄우고싶은장소가해당되는지는국토교통성홈페이지에서확인할
수있습니다)

무인항공기(드론등)의비행규칙

비행금지구역

무인항공기(드론등)를띄우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비행 규칙이 있습니다.
비행 규칙을 위반한 경우 벌칙이 있으므로 규칙을 지

키고 띄우십시오.

다음과같은장소에서는무인항공기의비행은금지되어있습니다.

띄우려면국토교통장관의허가가필요하므로, 소정의절차를밟아야
합니다.

①알코올또는약물등의영향이있을때, 띄우지말것

②비행전확인을할것

(비행에필요한준비가되어있는지확인한다)

③항공기또는다른무인항공기와의충돌을예방

하도록띄울것

④타인에게민폐를끼치는방법으로띄우지말것

비행시준수사항

띄우는장소에관계없이무인항공기를띄우는경우에는다음과같은
규칙을지켜야합니다.

(비행금지구역에서비행허가를받은경우도같습니다.)



소형무인기등비행금지법(약칭)

“중요시설주변지역상공에있어서의소형무인기등비행금지에

관한법률”에따라지정된시설부지와그주변약 300m의지역

상공은원칙적으로드론등소형무인기(중량제한은없습니다.) 의

비행이금지되어있습니다.

띄우고싶은경우에는각종절차가필요하므로반드시사전에확인
하십시오.

①낮시간(해돋이부터해넘이까지)에띄울것

②육안으로직접볼수있는범위내에서무인항공기

와그주위를상시감시하며띄울것

③사람(제3자) 또는물건(제3자의건물, 자동차등)과

사이에 30m 이상거리를유지하며띄울것

④축제,이벤트등많은사람들이모이는행사장상공

에서띄우지말것

⑤폭발물등위험물을수송하지말것

⑥무인항공기에서물건을투하하지말것

승인이필요한비행방법

다음에해당되는방법을따르지않고띄우려면, 국토교통장관의승인

이필요하므로, 소정의절차를밟아야합니다.

가나가와현내에서는방위관
계시설 등이지정되어있습니
다.

자세한시설, 절차방법에
대하여는 가나가와현경찰
홈페이지로확인하십시오.



가나가와현 경찰
Kanagawa Prefectural Police Depart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