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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용한 전화번호 

빛의 도시이며 관광 도시인 파리는 전세계 가장 많은 
관광객이 찾는 수도 중 하나입니다. 매년 파리에는 2천
9백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합니다.

경찰이 파리의 안전에 만반의 조치를 취함에도 불구하
고, 많은 방문객들이 길거리에서 소매치기 또는 사기꾼
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현 문서에서는 이러한 범죄 피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
도록 기본적인 주의 권고사항을 안내해드리며, 피해를 
입었을 시 취할 수 있는 고소 절차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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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사기꾼들이 
경찰로 위장해 
신분증과 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은 
절대 돈을 요구하는 
법이 없습니다. 
사선형태의 프랑스 
삼색기(블루, 화이트, 
레드) 및, 중앙 하얀 
바탕에 « Police »가 
명시된 앞뒤로 내용이 
표기된 플래스틱 
재질의 경찰 신분증 
카드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십시오.

신분 사칭 

조심

방문객 맞이 최우선과제

파리경시청에서는 지난 몇년 이래 방문객 맞이에 철저
한 조치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파리 경찰은 파리 시 곳곳에 대중을 상대로 한 안내코
너를 운행합니다. 그 중, 20개의 중앙 경찰서는 매일 
24시간 운영되어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도움을 드립
니다(연락처). 

외국인 여행객들은 외국어를 구사하는 경찰관을 상대
로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경찰관들은 여
름 기간 동안 경찰서 관내 안내카운터 또는 거리 순찰
을 수행하는데, 구사가능한 외국어 소속 국가에 해당하
는 국기가 표시된 명찰을 달고 있습니다. 간단한 사항(
찾으시는 장소 위치 관련 질문, 관광지 안내) 뿐만 아니
라, 폭행 또는 도난 행위의 피해에 대해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해당 경찰관들은 불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외
국인들에게 소중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16개 언어로 제공되는 S.A.V.E.(외국인 피해자 지원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통해, 고소장 제출 시 경찰 담당 
직원이 외국인 관광객의 고소를 접수, 접수확인증을 해
당 언어로 제공해드립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 피해자
가 소속 대사관 또는 본국에서 실행해야 하는 절차를 
간소화시켰습니다.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다음의 권고사항을 준수해주십시오

길거리에서 항상 주의를 기울여주십시오

• 백팩보다는 어깨로 매는 소형가방 또는 힙색(허리지
갑벨트)를 사용해주십시오 ;

• 최소한의 현금을 소지하십시오 ;

• 앞주머니에 지갑을 넣지 마십시오 ;

• 절도범이 가방을 탈취하고자 할 때, 저항하지 마십시
오. 다치실 수 있습니다 ; 

• 특히 까페의 테라스,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인출 시, 
또는 청원서에 서명 시, 주의를 따돌리는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한눈을 파는 사이 소지품을 빼돌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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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이용시
기본 요금은 추가료 포함 
6.6유로입니다.

4번째 손님이 탑승할 수 
있습니다 (추가료 3유로)

공항 또는 길거리에서 
교통서비스를 제공한다며 
호객행위를 하는 택시들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 불법 »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노동법에 따라 
불법택시는 범법행위로 
처벌을 받습니다). 이 
불법 차량들은 차량 
내에 규정에 부합하는 
부속품들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

공공 장소에서

• 공공 장소에서 돈을 꺼내지 마십시오. 길거리에서 환
전을 절대 하지 마십시오, 환전소를 이용해주십시오 ;

• 현금 자동 인출기 사용 시, 비밀 번호를 누르실 때 손
으로 자판을 가리고 눌러주십시오. 인출 시, 주의를 따
돌리려는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도난 피해를 입으
실 수 있습니다;

• 소액의 현금, 신용카드 또는 수표로 지불해주십시오(
프랑스에서 보상 받을 수있는 지불 수단) ;

• 눈에 잘 띄는 귀금속 장신구 착용을 피해 주십시오 ;

• 지불 수단을 외투 주머니에 넣은 채 외투 보관소 또는 
식당이나 까페의 의자 위에 놓지 마십시오. 소매치기가 여러분 뒤에 앉아 슬그머
니 지갑을 빼갈 수 있습니다 ; 

• 가방을 발 밑에 보관하지 마십시오. 핸드폰 또는 지갑을 카페나 식당 테이블 위에 
놓지 마십시오 ;

• 핸드폰을 가방 또는 옷의 외부 주머니에 보관하지 마십시오. 이방인에게 핸드폰
을 빌려주지 마십시오 ;

공연장 및 캬바레에서 

특히 파리의 피갈 구역에서 길거리에서 호객행위를 하는 일부 파리 캬바레에 대한 
출입을 삼가해주십시오. 이런 곳에서는 원치않는 접대여성 및 과도한 요금의 음료
를 강제로 권합니다. 

음식물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는 고객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외
부에 가격을 표시한 음식점 및 호객행위를 하지 않는 대형 음식점을 선호해주십시오.

항상 메뉴판을 
요청하여 
주문가격을 
사전에 
확인하시면, 정산 
시 뜻밖의 요금이 
청구되는 것을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바와 레스토

랑에서

적법한 판매소에서 표를 구매하십시오. 암시장을 조심하십시오. 암시장에서는 위조표를 
매우 비싼 가격에 사시게 될 수 있습니다. 

교통 수단 이용 시

• 항시 가방에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

• 문을 통과 시 뒤에서 다른 사람이 맞붙어서 문을 통과
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

• 거리 불법 행상으로부터 교통이용권을 구입하지 마
십시오. 실제 가격보다 훨씬 비싸게 판매합니다.(실제 
가격의 10배까지 차이날 수 있음) 기차역 또는 지하
철역의 교통이용권 판매 창구 또는 자동매표기를 이
용해주십시오.   

자동차 도난 방지에 
주의를 기울여주십시오

• 자동차 문, 창문 및 트렁크를 항시 잠구어주십시오.

• 귀중품을 차 내부 잘 보이는 곳에 놓지 마십시오(핸 
드폰, 사진기, 의류, 가방 등).

신분증 분실 또는 도난 시

• 신분증을 복사해 호텔 또는 여행숙소에 신분증 복사
본을 보관해주십시오 ;

• 신분증 분실 시, 해당 영사관으로 연락주십시오. 신분
증 도난 시에는 영사관 및 경찰서에 신고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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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피해 시

• 최대한 크게 소리를 지르며 폭행자로부터 빨리 도망
을 치십시오 ;

• 근처 상점에 피신해 경찰에 연락해달라고 요청하십
시오 ;

• 피신한 상점 직원에게 폭행자의 인상착의를 알려주
십시오 : 성별, 예측 나이, 헤어 컬러 및 스타일, 신장, 
체격, 착의, 특이사항( 턱수염, 흉터, 문신, 안경 착용 
여부 등) ;

• 폭행범의 도피 방향 및 도피 수단을 알려주십시오. 차
량를 이용해 도피한 경우, 차량의 컬러, 차량브랜드 
및 가능하다면 부분적이나마 차량번호판 번호를 상
세히 알려주십시오. 

신체적인 폭행을 입으신 경우, 담당경찰관이 사법의료 
응급실(매일 24시간 운영)에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
도록  서류를 제공해드리게 됩니다. 

1, place du Parvis Notre-Dame - 75004 Paris
M4 Cité,  RB St-Michel - Notre-Dame 
전화번호 : 01 42 34 82 85/29

공문확인서가 작성되어 여러분의 서류에 첨부되게 됩
니다.  해당 범죄자를 찾기 위해 조사에 착수하게 됩
니다.

도난 피해 시

고소 절차를 위해 가장 가까운 경찰서를 찾아주십시오  
(연락처 13 페이지 참조).

담당경찰관들은고소 절차를 위해 가장 가까운 경찰소로 
안내해드리게 됩니다. 불어를 구사하지 못하시는 경우라도, 
16개 언어로 제공되는 S.A.V.E.(외국인 피해자 지원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통해, 경찰 담당 직원이 외국인 관광객의 고소를 
접수할 수 있으며, 접수확인증을 해당 언어로 제공해드립니다.

폭행 
또는 도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피해자의 
권리 및 피해자가 취해야 
할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도움을 드리는 
한편, 관련 전문가 
(의사, 변호사 등)에게로 
안내하며, 심리 상담을 
제공해 드립니다 – 특히 
관광객 피해자 대상 지원.

남부지점

방문 예약 시에만 접수 가능
Tel : 01 45 88 18 00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12-14 rue Charles 
Fourier - 75013 Paris
M7 Tolbiac 
          Place d’Italie

북부지점

방문 예약 시에만 접수 가능
Tel : 01 53 06 83 50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
22 rue Jacques Kellner
75017 Paris
M" Porte de Saint-
Ouen

LA PRÉFECTURE DE POLICE VOUS INFORME

VOUS AVEZ BON CŒUR, 
VOUS ÊTES GÉNÉREUX, 

NE VOUS LAISSEZ PAS ABUSER !

ESCROQUERIE
À LA CHARITÉ 

PUBLIQUE*

ESCROQUERIE
À LA CHARITÉ 

PUBLIQUE*

사기꾼을 

조심하십시오
무허가 노점상 판매 	
무허가 노점상에서 상품을 구입하
시게 되면, 저렴하게 잘 샀다고 생

각하실 수 있거나 또는 어려운 형편
에 처한 노점상을 도와주신다고 생각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불법
조직 및 음성조직을 양성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게다가 상품의 원산지를 알 수 없으므로 위험한 
구매일 수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무허가 노점상 판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범법행위로서 6개월 징
역 및 3750 유로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위조 청원서

파리의 관광지에서, 대부분이 미성년자인 어린 소년, 소녀들이 
청원서를 들고, 자신이 언어장애자 및 청각장애자라고 자칭하
며 청원서에 여러분의 서명과 돈을 요구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
습니다. 저명한 자선단체를 사칭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해당 단
체로 돈이 기부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여러분의 돈을 뜯어내기 
위한 방편일 뿐입니다. 이렇게 모인 돈은 불법 조직, 유사 불법 
네트워크로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사회자선단체 소속을 사칭하며 기금 모금 활동을 하는 사람들
을 조심하십시오. 사기행위일 수 있습니다. 신분 사칭(신분 및 
회사명의 위조 사용)은 7년 징역 및 7십5만 유로의 벌금형에 처
해지는 범죄행위입니다.

카드 놀이 사기꾼

보통 두 장의 블랙카드와 한 장의 레드카드로 구성된 카드놀이는 길거리에서 행해
집니다. (화이트 공 및 다른색의 공, 또는 조약돌로 구성된 유사한 놀이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카드 패를 돌리는 사기꾼이 세 장의 카드 중  레드 카드를 찾는 카드 놀
이에 돈(최소 50유로)을 걸라고 합니다. 레드 카드를 찾게 되면 카드놀이에 건 금액
의 두 배를 받게 되고, 찾지 못하면 걸은 금액을 잃게 됩니다. 

실제로, 카드패를 돌리는 사기꾼은 두 명의 공범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이들은 관중
들에게 장황하게 설명을 늘어놓거나 망을 보는 역할을 하는데, 카드놀이 참가자로 
가장해 피해자들의 걸은 돈을 수거해갑니다.  이 카드놀이는 형법 제 313조 1항에 
따라 사기행위로 간주됩니다. 

해당 사기행위로 인한 피해를 보신 경우, 가까운 경찰서에 고소해주십시오. 
(연락처 : 13페이지 참조)

폭행 또는 도난의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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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 전화번호
• 경찰서 : 17
• 유럽 응급 번호 : 112
• 소방서 : 18
• 구급차 : 15

은행
• 신용카드 분실 또는 도난 : 
0 892 705 705 - 매일(분당 0,34€)
•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 : 01 47 77 72 00
• 수표책 분실 또는 도난 : 
0 892 68 32 08 - 매일(분당 0,337€)

핸드폰 분실 또는 도난
Orange(오랑쥬 텔레콤) : 0 800 100 740
SFR(SFR 텔레콤) : 10 23
Bouygues télécom(부이그 텔레콤) : 
0 800 29 10 00

분실물센터
36, rue des morillons 75015 Paris
0 821 00 25 25(분당 0,12€) 
• 월-목, 오전 8시 30분- 오후 5시 
• 금, 오전 8시 30분- 오수 16시 30분
공휴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
지 논스톱으로 센터가 운영됩니다. 

택시회사 전화번호
01 45 30 30 30

관광사무소
중앙안내사무소
25, rue des Pyramides 75001 Paris
M1 Pyramides / Tuileries
기타 정보 안내센터 : 리용역(gare de 
Lyon), 북역(gare du Nord),파리 엑스
포(Paris expo), 동역(gare de l’Est), An-
vers(앙베르).
www.parisinfo.com

파리 시청
정보 안내소
29 rue de Rivoli 75004 Paris 
M Hôtel de Ville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
www.paris.fr

파크 데 프랑스 구장 
avenue du Parc des Princes
75016 Paris
M0 Porte de Saint-Cloud
%9 22-62-72 : Porte de Saint-Cloud
M Porte d’Auteuil
% 52 : Porte d’Auteuil
www.leparcdesprinces.fr

스타드 드 프랑스 (프랑스 스테디엄)
360, avenue du Président Wilson
93200 Saint-Denis
M" Saint-Denis/Porte de Paris
RD Stade de France/Saint-Denis
RB La Plaine/Stade de France
www.stadefrance.com

포르트 드 베르사이유
파크 데 엑스포지시옹 (전시센터)
1 place de la Porte de Versailles
75015 Paris
M Porte de Versailles
www.viparis.com

빌팽트 
파크 데 엑스포지시옹 (전시센터)
ZAC Paris Nord 2
93420 Villepinte
RB Parc des expositions
www.viparis.com

파리 주재 대사관 목록 

독일
13-15, avenue Franklin Delano Roosevelt  
75008 Paris
Tel : 01 53 83 45 00 / Fax : 01 53 83 45 02
www.paris.diplo.de
info@paris.diplo.de

호주
4, rue Jean Rey - 75015 Paris
Tel : 01 40 59 33 00 / Fax : 01 40 59 33 10
www.france.embassy.gov.au
info.paris@dfat.gov.au

벨기에
9, rue de Tilsitt - 75840 Paris Cedex 17
Tel : 01 44 09 39 39 / Fax : 01 47 54 07 64
www.diplomatie.be/paris/
paris@diplobel.fed.be

브라질
34, cours Albert 1er - 75008 Paris
Tel : 01 45 61 63 00 / Fax : 01 42 89 03 45
www.bresil.org
ambassade@bresil.org

중국
11 avenue George V - 75008 Paris
Tel : 01 49 52 19 50 / Fax : 01 47 20 24 22
www.amb-chine.fr/fra/
chinaemb_fr@mfa.gov.cn

대한민국
125, rue de Grenelle - 75007 Paris
Tel : 01 47 53 01 01 / Fax : 01 44 18 01 78
http://fra.mofat.go.kr/languages/eu/fra/
main/index.jsp
gen-fr@mofat.go.kr

스페인
22, avenue Marceau - 75381 Paris Cedex 08
Tel : 01 44 43 18 00 / Fax : 01 47 20 56.69
01 47 23 59 55
www.mae.es/embajadas/paris/es/home
emb.paris@maec.es

미국
2, avenue Gabriel - 75008 Paris
Tel : 01 43 12 22 22 / Fax : 01 42 66 97 83
www.france.usembassy.gov

인도
15, rue Alfred Dehodencq - 75016 Paris
Tel : 01 40 50 70 70 / Fax : 01 40 50 09 96
www.ambinde.fr/

이탈리아
51, rue de Varenne - 75007 Paris
Tel : 01 49 54 03 00 / Fax : 01 49 54 04 10
www.ambparigi.esteri.it
ambasciata.parigi@esteri.it

유용한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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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7, avenue Hoche - 75008 Paris
Tel : 01 48 88 62 00 / Fax : 01 42 27 50 81  
/ 01 42 27 14 20 (영사과)
www.fr.emb-japan.go.jp/jp/index.html
consul@ps.mofa.go.jp

네덜란드
7-9, rue Eblé - 75007 Paris
Tel : 01 40 62 33 00 / Fax : 01 40 62 34 56
www.amb-pays-bas.fr
ambassade@amb-pays-bas.fr

영국
35, rue du Faubourg Saint-Honoré
75008 Paris
Tel : 01 44 51 31 00 / Fax : 01 44 51 34 83
ukinfrance.fco.gov.uk/en/

러시아
40-50, boulevard Lannes - 75116 Paris
Tel : 01 45 04 05 50/40 30
Fax : 01 45 04 17 65
www.france.mid.ru/index_fr.html
ambrus@wanadoo.fr

스위스
142, rue de Grenelle - 75007 Paris
Tel : 01 49 55 67 00 / Fax : 01 49 55 67 67 
www.eda.admin.ch/paris
vertretung@par.rep.admin.ch

1구
45/51, place du Marché Saint-Honoré
01 47 03 60 00
M7 Pyramides M1 Tuileries

2구
18, rue du Croissant 
01 44 88 18 58
M3 Sentier - Bourse 
M89 Grands Boulevards

3구
4 bis/6, rue aux Ours
01 42 76 13 00
M4 Étienne Marcel  M& Rambuteau

4구
27, boulevard Bourdon
01 40 29 22 00
M158 Bastille

5구
4, place de la Montagne Sainte-Geneviève
01 44 41 51 00
M0 Maubert-Mutualité

6구
78, rue Bonaparte
01 40 46 38 30
M4 Saint-Sulpice

7구
9, rue Fabert 
01 44 18 69 07
M8-RC Invalides

8구
1, avenue du Général Eisenhower 
01 53 76 60 00
Mé Champs-Élysées - Clémenceau

9구
14 bis, rue Chauchat
01 44 83 80 80
M89 Richelieu-Drouot

10구
26, rue Louis Blanc
01 53 19 43 10
M7« Louis-Blanc

파리관광회의안내소의 인터넷 사이트에 파리 주재 대사관 및 영사관 연락처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
www.parisinfo.com/paris-guide/utile/administration_ambassades-et-consulats/

매일 24시간 운영되는 해당 구 관할 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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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구
12/14, passage Charles-Dallery 
01 53 36 25 00
M8 Ledru-Rollin M9 Voltaire

12구
80, avenue Daumesnil 
01 44 87 50 12
M& RAD Gare de Lyon

13구
144, boulevard de l’Hôpital 
01 40 79 05 05
M567 Place d’Italie 

14구
114/116, avenue du Maine 
01 53 74 14 06
M" Gaîté

15구
250, rue de Vaugirard
01 53 68 81 00
Mé Vaugirard

16구
62, avenue de Mozart
01 55 74 50 00
M9 Ranelagh

17구
19/21, rue Truffaut
01 44 90 37 17
M2 Place de Clichy ou Rome

18구
79/81, rue de Clignancourt
01 53 41 50 00
M4 Marcadet-Poissoniers

19구
3/5, rue Erik Satie
01 55 56 58 00
M5 Ourcq

20구
3/7, rue des Gâtines
01 44 62 48 00
M3“ Gambetta

핸드폰 도난에 

주의하십시오

您的手机十分贵重，
可能会引起他人羡慕，我们建议您在
公共场合使用手机时保持警惕。

在公交场所、火车站和地铁站 
所发生的暴力事件中，半数 

以上为手机盗窃案。

あなたの携帯電話は貴重なため窃盗
を誘発する可能性があります。

公共の場で使用する際は特に注意してください。
公共交通機関や駅で発生
する窃盗の半数以上は

携帯電話を狙ったものです。

여러분의 핸드폰은 귀중품입니다. 핸드폰을 
노리는 이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공공장소에서 
핸드폰 사용시 항시 주의를 귀울여주십시오.

기차역 및 지하철역 등 교통 수단에서 

일어나는 폭행의 절반 이상이 핸드폰 

도난을 이유로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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