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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안심을 실감할 수 있는 아오모리현을 목표로◎ ・

신변에서 벌어지는 범죄를 조심합시다．■

들치기○

놓아둔 금품 등을 소유자가 눈을 뗀 틈에 훔치는 범죄입니다．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귀중품을 항상 가지고 짐에서 눈을 떼지 않도록합시다．

빈차털이○

자동차내의 금품을 훔치는 범죄입니다．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짐을 둔 채 차량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합시다.

차량에서 멀어질 때는 짧은 시간이라도 반드시 도어록을 합시다.

자전거 도난○

남이 세워 둔 자전거를 훔치는 범죄입니다.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반드시 열쇠를 잠급시다．２군데 잠그기를 추천합니다．

버려진 자전거라도 도난품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발견했을 경우에는 근처의

지구대 파출소에 신고합시다．・

날치기○

스쳐지나가면서 잽싸게 가방 등의 소지품을 훔치는 범죄입니다.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짐은 몸에서 떼지 않고 꽉 들고 다닙시다．

자전거 바구니에 짐을 넣을 경우에는 가방의 손잡이가 바구니 밖으로 나오지

않게 조심합시다．

빈객실털이○

호텔 등의 객실에 침입해서 돈을 훔치는 범죄입니다．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방 문을 반드시 잠급시다．

성범죄 등으로부터 몸을 지키기 위해■

어두운 밤길에서 혼자걷기는 충분히 주의○

밤길에서는 되도록 밝은 길을 이용합시다．・

스마트폰이나 음악플레이어 등을 사용하면서 걷지 맙시다．・

문단속은 확실히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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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들어가기 전에 주위를 확인하고 불의의 실내침입에 충분히 주의합시다.・

귀가 후에는 바로 현관 열쇠와 체인을 잠급시다.・

부주의하게 문을 열지 않도록 합시다.○

자택의 차임이 울려도 바로 문을 열지 말고 도어스코프 등으로 상대방을 잘 확・

인합시다.

엘리베이터를 탈 때에는 주의합시다.○

모르는 남자와 둘만 타는 것은 피합시다.・

도찰에 주의합시다.○

역 등의 계단, 에스컬레이터나 서점 등에서 스커트안이 도찰되는 사건이 있습・

니다.

주위에 수상한 사람이 없는지 주의합시다.

청소년을 약물 남용으로부터 지킨다.■

약물남용이란○

약물남용이란 의약품을 의료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또는 의료용이 아닌 약물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남용되는 약물의 예

각성제，대마， 코카인，헤로인，매직 머시룸，향정신성약，위험드MDMA，
럭 등

위험 드럭은 합법 허브 라고 칭해서 판매되고 있는데 규제약※ ﾞ ﾞ

물과 비슷한 성분이 포함되는 등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아주

위험합니다．

약물남용의 배경○

감량효과가 있다，한번 정도라면 괜찮다，언제든지 끓을 수 있다 등 약물의・

위험성이나 유해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

유행감각，친구의 권유 등 약물남용에 대한 저항감이 희박화．・

○ ～『NO』 ～약물남용 방지를 목표로 라고 말할 수 있는 나 자신을

약물에 대해서 옳은 지식을 얻읍시다．・

친구에게서 권유를 받아도 단호히 거절하는 용기를 가집시다．・

자기자신을 아키는 마음을 기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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