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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외로 모르는
자전거의 교통규칙

자전거사고발생
약 5 분 49 초당

1건

2017 년 경찰청교통사고조사

자전거 교통사고는、전체 교통사고의 약 20%
자전거는 쉽게 탈 수 있는 것으로 한 손으로 운전하거나
친구와 얘기하면서 나란히 달리는등 위험한 운전을 하는
분이 많습니다. 사고가 나지않도록 교통규칙을 확실히
몸에 익숙토록 합시다.

①

■퀴즈・・오르쪽 그림①～③중 올바르게 타고 있는 것은?

의식해서 탑시다 ！！
자전거는 차량(자동차와 같은 종류)입니다.

③

②

● 자전거의 규칙은 약 20 가지 있습니다만、특히 꼭 지켜야하는 것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３
☆자전거는 차량이므로 차도의 왼쪽으로 통행합니다. 보도는 예외입니다. 어쩔 수 없이 보도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될 때는 보행자를 우선하고 보도의 차도쪽으로 서행합니다.
☆①음주운전금지（５년이하 징역 또는 100 만엔이하 벌금）

②2 인이상의 승차가 허가된 자전거

이외는 2 인승차 금지입니다.③우산쓰고 운전금지、휴대전화 사용금지、2 대이상 나란히 달리는 것
금지 ④야간에는 반드시 라이트 켭시다. ⑤교차로에서는 반드시 신호를 지켜주세요⑥일시정지、

今の仕事でも、特定技能１号になれるでしょうか。
⑦어린이에게는 헬멧을 쓰도록 합시다.

통행금지 、주륜금지등의 교통규칙을 지켜주세요

（후지미시에서는 자전거용 헬멧구입자금을 일부 보조합니다.）

자전거 운전에 필요한 기본적인 교통표식입니다. 의미를 알고 있습니까?

통행금지

차량통행금지

차량진입금지

차량횡단금지

회전금지

바로 멈출 수
있는 속도로 통행

일시정지

보행자통행금지

보행자횡단금지

자전거는
통행금지

자동차만
통행가능

일방통행

자전거의 병진가능

보행자와 자전거
전용

보행자전용

자전거전용

횡단보도

자전거 황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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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1 의 답⇒ 전부 정답입니다. 자전거는 차도의 좌측、노인、아동은 보도의 차도쪽으로 운전합시다.

자전거와 보행자의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름이다！풀 이다！
후지미시 가든비치에서 놀자！

자전거사고로 １억엔 배상을 명령한 판결이

★기간

있었습니다. 자전거보험에 들어둡시다 .

7／13～9／1

9:00～17:00

★요금 일반 500 엔､중학생 300 엔､소학생 100 엔
★장소

사이타마현에서는

후지미시 가쯔세 545TEL.049-254-4349

★주차요금

자전거 보험에 들도록

보통차 300 엔

이륜차 무료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경찰서에 비취되어 있는
전일본교통안전협회의 팜플렛에는
년간 1,430 엔 보험금으로 1 억엔이 보상되는
자전거보험이 있습니다. 안심하고 자전거를
타기위하여 보험에 들어 둡시다.

FICEC 일본어교실

FICEC 교류회

FICEC 국제살롱에서는 매월교류회를 합니다.

바른 일본어로도 직장에서 의사소통이 잘 안될

모두、차와 과자를 먹으며 담소를 나누지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가 아파서 일을

않겠습니까?

쉬고 싶을 때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요?

◆장소

「배가 아파서 오늘은 쉬겠습니다.」

후지미노 국제교류센터

◆개최일과 시간 14:00～16:00

이것이 바른 일본어입니다. 그래도 더 좋은

6／30 (일)、7／27 (토)、8／25(일)、

표현이 있습니다.

10／27 (일)、11／30 (토)

「배가 아프니까 오늘은 쉬도록 해주셨으면

◆참가비

무료

(500 엔 정도의 과자와

합니다만・・」

음료수를 갖고오시면 대환영)

직장에서 사용하는 일본어는「쉬겠습니다」가

◆연락처・참가신청

아니고 「쉬도록 해주세요」라고 상사에게

후지미노 국제교류센터
安（안）

얘기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Tel. 049-256-4290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같지만 표현에 따라서
상대가 받아들이는 인상이 변합니다.

모국어로 자원봉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후지미노 국제교류센터에서는 통역이나
번역 스탭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법은 초급일본어학습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일본어교실에 공부하러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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