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10번 신고

범죄 피해나 사고를 당했을 때는,바로 110번 신고를 해 주세요.

경찰은,110번 신고를 수리한 후,즉시 신고 내용을 경찰서나 순찰차등에 지령해서

경찰관을 현장에 출동 시키겠습니다.

◆ １１０번 신고 방법

１１０번 신고를 수리한 결찰관은,사건 해결이나 범인 검거를 위해 필요

한 「６개의 포인트」를 순서대로 질문합니다．

지금부터，「６개의 포인트」를 소개할 테니까,１１０번 신고 하실 겨우는，

침착하게,확실히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１１０번 ６개의 포인트

１ 무슨 일이 있었어요?

우선,날치기・싸움・교통사고등,사건의 종류를 가르쳐 주세요.

２ 어디서?[장소]

다음,주소나 번지,목표물등 가르쳐 주세요.

３ 언제?

수분전,바로지금등,사건・사고가 발생한 시간을 가르쳐 주세요.

４ 범인은？

범인이 도망치고 있는 경우등에는，

・ 범인의 나이나 키，체격，착의등 특칭

・ 범인이 도망할 때 사용한 자동차・오트바이의 차량번호

・ 범인이 도망한 방향

등,범인의 단서가 되는 정보를 가르쳐 주세요.

５ 지금,어떤 상태?

사고등으로 다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등 가르쳐 주세요.

６ 당신의 주소와 이름,전화번호

신고 해주신 분에 대해서,가르쳐 주세요.



110번 신고를 할 때 주의 사항

・ 110번 신고를 수리하는 경찰관은,사건 해결이나 범인 검거,다친 사람을

구출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순서 대로 질문하니까,침착하게,확실히 대답해 주세

요.

・ 110번은,긴급 신고용의 전화번호입니다.긴급 아닌 상담이나 민원・문의는, 각

종 상담 창구 또는 각경찰서로 부탁합니다.

또는, 다른 １１０번 신고의 방해가 되기 때문에,장난 전화를 절대로 하지 마

시기 바랍니다.

・ 휴대폰이나 스마트폰으로 110번 신고를 하시는 경우,자동차등을 운전하면서

110번 신고는 피하시기 바랍니다.도로교통법위반이 될 뿐만 아니라,교통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 분실물 신고는 가장 가까운 경찰서 또는 파출소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분실한 장소가 전철,택시등 탈것내나,역,백화점등 시설내의 경우 우선 그 시설

등의 관리자에 분실물에 대해서 확인해 주세요.

◆ 장애자용 메일 １１０번

와카야마현경찰에서는，청각 또는 언어에 장애가있는 분 전용의 장애자용

메일 １１０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메일 110번 주소：police@110wakayama.jp

주의：청각이나 언어 장애자 이외의 분은 사용을 삼가 주시기 바랍

니다．

메일 110번 이용방법

１ 처음에 메일 주소를 등록해 주세요．（모두 반각 소문자）

police@110wakayama.jp

２ 송신한는 사건・사고의 내용를 메일 본분에 기재해 주세요．

(1) 발생한 것 그 내용（교통사고・날치기등）

(2) 발생한 장소（주소・목표물을 구체적으로）

(3) 발생한 일시（지금・１０분전등）

(4) 범인에 대한것（도망수단・방향・인원수・남녀별・인상・착의등）

(5) 지금의 상태（다친 사람・현장의 상황）

(6) 당신의 이름・주소.

３ 메일을 수신하면,반드시 와카야마현경찰에서 회신 메일을 송신하니까

메일을 수신할 수 있는 설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４ 메일 １１０번은 유료입니다．통상의 메일 송수신과 같은 정도의 요금

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