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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를 미리 막는 올바르게
자전거를 안전하게 타는 방법
현재

센터에도

자전거끼리의

사고

처리에

대한

상담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 사이타마현은 자전거
보유율

일본

제일의

자전거

왕국입니다.
왕국입니다 .

자전거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6000 만엔,
만엔 , 4000 만엔 등
고액의 지불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 우선 안전 운전에
주의해 주세요.
주세요 .

자전거는 차량(
차량 (경차량)
경차량 )의 동료입니다.
동료입니다 . 잘못된 방법으로 타지는 않습니까?
않습니까?
●POINT１

자전거는

차도가

구별되어

차도의

좌측을

●POINT２

있는
따라서

차도가

원칙입니다！

곳이라면

차도통행이

통행

하지

보도와
원칙으로

않으면

안됩니다.

자전거는 경우에 따라서는 보도로 달릴 수도

있습니다.

★ 타기 전 의 체크
①타이어의 공기압은 충분한가
②브레이크는 잘 듣는가
③라이트는 끊어지지 않았는가
④벨은 울리는가
⑤반사기재는 부서져 있지는
더러워져 있지는 않는가

①보도 통행 가능의 표지 등이 있는 경우
②운전자가 13 세 미만의 아이, 70 세 이상의 고령자, 신체가 부자유로운 사람의 경우
③차도 또는 교통상황이 어쩔 수 없을 경우
●POINT３아이에게는

헬멧을

쓰게

합시다

자전거

사고의

대부분은

머리부분의

부상입니다. 13 세 미만의 아이가 자전거를 탈 때는 승용차용의 헬멧을 쓰게 해 주세요
●POINT４방향 지시는 오른 팔의 신호로

★오른쪽으로 돌 때는 오른 팔을 곧바로

수평으로 편다. ★ 왼쪽으로 돌 때는 손바닥을 위로 향해서 오른쪽 팔꿈치를 90 도로
굽힌다★멈출 때는 오른 팔을 사선 아래쪽으로 내린다.

징역 또는 벌금을 물지 않기 위한 안전운전 기본 룰
★자동차와 같이 술을 마신 후의 운전은 금지입니다.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 만엔 이하의 벌금입니다.
★두 명 타기는 안됩니다. 16 세 이상인 사람이 6 세 미만의 아이를 안전한 승차
장치에 태우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두 명 타기는 금지입니다. 2 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가 부과 됩니다
★친구와 함께 이야기하면서 타서는 안됩니다. 「나란히 타기」표지가 있는 곳
이외는

나란히 타기는 금지입니다. 이것도 2 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가

부과됩니다.
★밤에 자전거를 운전할 때는 전조등과 미등(또는 반사 기재)을 켜지 않으면
안됩니다. 5 만엔 이하의 벌금입니다.
★붉은 색의 「멈춤」 표지가 있는 곳은 자동차와 같이 반드시 멈추지 않으면
안됩니다. 일단 정지해 좌우 후방의 안전을 확인합니다. 이것을 게을리하면
3 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 만엔 이하의 벌금입니다.
★우산을 쓰거나 휴대 전화를 사용하면서의 운전도 금지입니다. 손떼기 운전은
몹시 위험합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5 만엔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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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 리스크 검진으로 안심을 선취하지 않겠습니까？
않겠습니까 ？
위암

리스크

검진이란

종류의

2

혈액검사로

「위의

건강도(위암

발병의

위험도)」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검사의 결과 피로리균과 페프시노겐치의 어느 쪽인가(또는 양쪽 모두)가
확인되었을 경우는 내시경 등에 의한 정밀 검사를 실시해 위암의 유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암은 빠른 시기에 발견하면 치료도 쉽다고 합니다. 꼭 검토해 주세요.
◆실시기간---６월～１１월
◆실시장소---후지미시, 후지미노시, 미요시마치의 실시의료기관
（건강증진센터 049‐252‐3771 나 각 시마치의 홈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대상---４０세 이상 5 살 간격으로（예・４０세, ４５세, ５０세, ５５세・・・）
◆수진료---５００엔 ◆수진방법---실시하는 의료기관에서 직접 수진해 주십시오.
※경우에 따라서는 검사를 받을 수 없는 분도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건강 증진 센터에 문의요.

입국관리법 변경
잘못된 내용이나 소문에 속지 마세요

일사병 대책을 잊지 마세요

Part1

한 여름이라고 하면 일사병이

잘못①일본인과 이혼하거나 일본인과 사별하면 영주자의

화제가 됩니다만 신체가 기온의

재류 자격도 삭제된다.

상승에

정답⇒일본인의

배우자

등과

이혼이나

사별을

해도

익숙하지

않을

때나

실내에서 조용하게 보내고 있을

영주자의 재류 자격은 삭제되지는 않습니다.

때도

잘못②영주권은 입관으로부터 미리 통지가 온 사람이

평소 땀을 흘리는 연습을 하면

받을 수 있으므로 그것이 없으면 영주 허가는 신청할 수
없다.
정답⇒영주 허가 신청에 관해서 입관으로부터 신청 전에
통지는 오지 않습니다.

영주 허가 신청은 스스로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잘못③「영주자」의 자격이 되어 있어도 일본인과 혼인

걸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체온 조정이 되어 일사병 대책이
됩니다.
흘리기
목의

특히
어렵게
갈증을

노인은
되거나

땀을
더위나

느끼기

어려운

경향이 있으므로 물을 마시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
열사병 예방의 포인트

하면 「일본인의 배우자 등 」의 자격이 된다.

1 수분은 자주 섭취합시다.

정답⇒영주자 재류 자격의 외국인이 일본인과 혼인 해도

2 이상하다고 느끼면 병원에

영주자 그대로 입니다.

3 더운 날은 주의합시다
4 고령자는 지혜롭게 에어컨을

「 후지미 가든 비치」
비치 」초등 학생을 위한

수영 교실
아동부양수당 수속을 잊지 마세요

여름이라고 하면 풀이군요.
수영이 서투른 초등 학생 4~6 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부양수당을 받고 있는 분은

수영 교실이 있습니다.

갱신 수속을 잊지 마세요

＜실시일＞8／6(월)・7(화)・8(수)

갱신하셔야 되는 분은

＜참가요금＞500 엔（보험료 포함）

7 월 하순에 통지서를 보냅니다.

＜정원＞각 20 명

수속은 늦어도 8 월 중에 육아

＜문의＞「후지미가덴비치」

지원과 창구에서 수속해 주세요

시청에서

（049‐254‐4349）

www.ficec.jp/living/
●6 개국판의 생활 가이드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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