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라카와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일본의 교통규칙을 준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드라이브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통행방법에 관한 규칙
〇좌측 통행
일본에서는 , 자동차는 좌측 통행입니다．

〇우회전 차는 반드시 대기해 주십시오.
직진 및 좌회전 차가 우선입니다．
우회전할 때에는 직진 및 좌회전 차가 통과한 후 통행해 주십시오．

〇제한속도를 준수해 주십시오.
일본의 법정속도는 『일반도로 60km/h』
『고속도로 100km/h』입니다.
최고속도제한 표지가 없는 도로라 하더라도 법정속도를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〇앞지르기 금지 구간에 주의해 주십시오.

최고속도 제한 표지

황색실선의 중앙선은 『앞지르기 금지』를 나타냅니다．
이 구간에서는 중앙선을 넘으면서 앞지르기 할 수가 없습니다．

■교통신호기에 관한 규칙
〇교통신호기 설치 위치에 대하여

앞지르기 금지 표지

나라에 따라서는 교통신호기가 교차로 바로 앞에 설치되어 있고 자동차가
교통신호기 바로 앞에서 멈추는 나라도 있습니다만 , 일본에서는 교통신호기가
교차로 건너편에 설치되어 있고 정지선이 교차로 바로 앞에 있습니다．
적색신호일 때는 신호기 앞이 아니라 정지선 바로 앞에서 멈춰야 합니다．

〇적색신호등에서는 반드시 멈춰 주십시오.
적색신호일 때는 직진 차는 물론 좌회전 차도 멈춰야 합니다.

〇녹색 화살표에 따라 주십시오.
적색신호일지라도 녹색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황색 화살표는 노면전차 전용신호이므로 자동차는 진행하지 못합니다．

〇신호등 등화에 주의해 주십시오．
일본에서는 교통상황에 따라 신호등이 바뀌는 『시차식(時差式)신호기』,
자동차와 보행자가 교착하지 않도록 하는 『보차분리식(歩車分離式)신호기』 등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도 있습니다．
교차로 건너편에 있는 신호기를 잘 확인하고 신호등이 바뀐 것을 반드시 확인한 후

진행하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일시정지에 관한 규칙
〇일시정지 표지의 차이
일본의 일시정지 표지는 역삼각형이고 적색 표지입니다.
다른 나라에 있는 육각형이나 원형 표지가 아닙니다.

〇일시정지 장소에서는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일본에서는 일시정지를 엄격하게 지켜야 하고 일시정지를 하지 않으면 위반이 됩니다.
또 건널목 바로 앞에서도 반드시 일시정지를 하여야 합니다．
각국의 일시정일지 표지

일 본

미 국

대 만

중 국

한 국

홍 콩

타 이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다른 나라와 같이 일본에서도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또 ６세 미만의 유아를 태울 경우 유아의 나이와 체격에 적합한 유아보호용장구(카시트)의
장착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유아를 태워 렌터카 등 자동차를 이용하시는 분은 반드시 유아보호용장구의 이용을 신청해
주십시오．

■음주운전은 절대 금지
음주 후에는 운전을 할 수 없음은 물론 숙취 등 체내에 알코올이 남아 있는 상태로
운전했을 경우에도 음주운전이 됩니다．
또 운전자가 음주운전이라고 알면서도 그 차량을 탑승한 사람이나 나중에 운전을
할 것을 알면서 운전자에게 주류를 제공하거나 음주하도록 권한 사람도 음주운전과
같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교통사고에 있으면 우선
전화를．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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