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Ｑ 

여권이나 재류카드를 반드시 휴 

대해야 할까요? 

 

 

 

 

 

외출할 때는 여권 또는 재류카드를 교 

부 받은 사람은 재류카드를 반드시 휴 

대하십시오. 

이것은 일본의 법률로 정해져 있는 

일이므로 경찰관이 이들 서류의 제시를 요구했을 

때는 반 드시 제시를 하고 경찰관에게 협조를 해 

주십시 오. 

본인이 정해진 재류자격 외의 활동을 하거나 

재류기간을 넘어서 체류하는 것은 법률위반이 되 

므로 처벌을 받습니다. 

정해진 규칙을 지키고 일본 생활을 편하게 지 

내십시오. 

Ｑ 
지진 등의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진 등이 발생했을 경우는 경찰은 

여러분의 생명, 신체를 최우선으로 

생 각하여 피난유도, 응급구호, 높은 

장소 로부터의 구출 등 재해활동을 

합니다. 

TV나 라디오 등의 정보나 방재상의 주의사항 

을 잘 듣고 차분하게 행동합시다. 

경찰관이나 시구청의 직원으로부터 피난 지 

시가 나오면 바로 피난할 수 있도록 합시다. 

전철 안에서는 반드시 승무원의 

지시・유도에 따라 피난합시다. 

대지진이 발생했을 경우는 도로상의 혼란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사 

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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Ａ 

Q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로 연락하

면 되나요?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십시오. 
긴급시 

사건・사고 등 범죄 신고는  

경찰 ‘１１０’ 
로 전화하십시오.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 신고는 

       소방 ‘１１９’ 
로 전화하십시오. 

 

Q 
경찰에 제보나 신고를 하려면 어 

떻게 하면 될까요? 

 

본인이 교통사고나 범죄 피해를 입 

었을 경우에는 경찰 긴급 통보 전화 

‘110번’으로 연락해 주세요. 

일본어를 못하는 경우에는 통역 센터를 통해 

서 내용을 듣겠습니다. 

또한 분실물이나 습득물이 있는 경우에는 가 

까운 경찰서나 파출소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KOBAN) 
 
경찰상담 전용 전화 

‘＃９１１０’ 
는 상담 내용에 따라 소관부서를  안내합니다.  

 

Q 
일본의 기본적인 교통규칙을 알려 

주십시오. 

 

일본에서는 보행자는 우측통행, 자 

전거나 자동차는 좌측통행을 하는 것 

이 기본적인 룰이고, 보행자의 통행 

이 우선됩니다. 

보행자는 인도상을 걷도록 하고, 길을 건널 

때는 가까은 횡단보도를 이용하십시오. 

자전거는 차도를 통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차도 왼 쪽을 한 줄로 달립시다. 

자전거로 인도상을 통행할 수 있는 것은 표 

지 등으로 인도 통행이 가능하다고 명시된 경 

우나 차도상의 통행이 위험할 경우이며, 통행시 

보행자의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는 신호등 표시에 

반드시 따르십시오. 또 음주하면 자동차는 물 

론 자전거도 타서는 안 됩니다. 

교통 규칙과 질서를 지키고, 안전하고 쾌적 

한 교통사회의 실현을 위해 협조를 바랍니다. 

Ａ 

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