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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관광지이자 빛의 도시 파리는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방문
하는 도시입니다. 파리를 방문하는 관광객은 연간 2,500만명에 달합니다.

경찰이 파리를 보다 안전한 장소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많은 방문
객이 소매치기나 공공도로에서 벌어지는 사기 범죄의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에서는 불미스러운 경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기본적인 조언
과 신고 절차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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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수 년간 관광객의 민원 접수를 위해 
완벽한 시스템을 개발해왔습니다.

파리 경찰은 파리 시 전 구역에 민원 안내소
를 설치하였습니다. 이 중 19개 구역 경찰서
는 하루 24시간 연중무휴로 근무하며 사건
사고 피해자를 돌보고 지원하며 도움을 제공
합니다(연락처 14 페이지 참조).

외국인 관광객은 통역 경찰관에 고충을 호
소할 수 있습니다. 이런 외국어 가능 경찰관

은 여름 휴가 기간 동안 구사할 수 있는 언어의 국가 국기가 
표시된 뱃지를 차며, 경찰서나 순찰 경찰관 중에 배치됩니
다. 이들은 간단한 문의(길찾기, 관광 명소 찾기 등)는 물론 
절도 또는 폭행과 같이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도 응답해드리
며, 프랑스어를 하지 못하는 관광객에 귀중한 도움을 제공
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때에는 16개 언어로 지원되는 S.A.V.E. (Sys-
tème d’Assistance des Victimes Étrangères)에서 
각 경찰 공무원이 외국인 관광객의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피해 신고 외국인의 언어로 된 수령증을 발급하며, 향후 관
련 대사관이나 본국에서 거쳐야 할 절차를 간소화하여 줍니
다(연락처 13페이지 참조).

방문객 인사말,
가장 중요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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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에서 경계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  배낭보다 작은 크기의 어깨에 매는 가방이나 힙색을 권장하고, 여는 부분이 몸을 향하도
록 착용하십시오.

•  현금은 되도록 최소한으로 하고, 지폐는 소액권을 소지하십시오.  
•  뒷주머니에 지갑을 넣지 마십시오.
•  좀도둑이 가방을 낚아채려 한다면 저항하지 마십시오.
•  소지품을 훔치기 위해 일부러 주의를 돌리려는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특히 카페 야외석, 
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할 때, 탄원서에 서명할 때 유의하십시오.

신분 사칭 주의
일부 사기꾼은 가짜 경찰 행세를 하며 신분증과 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진짜 경찰은 절대 돈을 요구하는 법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흰 플라스틱에 프랑스 삼색 국기가 들
어간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십시오. 중앙에 “Police” 
표시, 사선으로 파란색, 흰색, 빨간색의 삼선이 있고, 앞면과 
뒷면 양쪽에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다음의 몇 가지 조언대로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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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이용시
•  소지품에 눈을 떼지 마십시오.
•  방치된 꾸러미나 가방은 RATP 인포메이션 센터나 버스 운전사에 알리십시오.
•  지하철 개찰구에서 뒷 사람을 통과시키지 마십시오.
•  불법 재판매자에게서 티켓을 너무 높은 가격으로(원가의 최대 10배) 구매하지 마십시오. 
역과 정거장 내 매표소 창구 및 발급 기기를 이용하십시오.

택시 이용시
파리의 택시 기본 요금은 추가 요금을 포함해 7.10유로입니다.
성인 또는 미성년은 5번째 승객부터 4유로가 추가됩니다.
택시 요금은 미터기로 계산됩니다. 단, 파리에서 Roissy 및 Orly 공항까지의 직통요금은 
정찰제입니다.

 요금제 파리 우안 파리 좌안
 AÉROPORT PARIS ROISSY CDG € 50 € 55
 AÉROPORT PARIS ORLY € 35  € 30 

공항, 역, 길거리에서 택시가 아닌 개인 차량의 호객 행위에 절대 넘어가지 마십시오. “불
법” 택시일 수 있습니다 (노동법에 의거 범법행위로 처벌). 불법 택시는 Parisien 택시의 
규정된 표시등이 없고, 사고가 날 경우 관련 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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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도난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
•  자동차문과 트렁크를 잠그고 창문을 잘 닫아 두도록 주의하십시오.
•  귀중품을 눈에 띄게 놓아두지 마십시오(휴대폰, 카메라, 의류, 가방 등).

신분증 분실 또는 도난
•  각종 신분증은 복사해두고 호텔이나 머무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  분실 또는 도난 시, 경찰서에서 신고 접수하십시오.

공공장소에서
•  공공장소에서 돈을 함부로 꺼내지 말고, 길거리에서 외환을 교환하지 말고 정상적인 환
전소를 방문하십시오.

•  ATM 현금인출기 앞에서는 암호 입력시 버튼을 가리고 주변인에 주의를 뺏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도난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  구매시 소액권 지폐 또는 은행 카드로 지불하십시오.
•  값비싼 귀금속을 드러나게 착용하지 마십시오.
•  휴대품 보관소나 의자에 걸친 겉옷 주머니에 돈과 카드를 넣어두지 마십시오(식당 또는 
카페 등에서). 소매치기가 뒤쪽에 앉아 있다가 소지품을 훔쳐갈 수 있습니다.

•  가방은 발 밑에 두지말고 휴대폰이나 지갑을 카페 또는 식당 테이블 위에 놓지 마십시오.
•  셀카를 찍을 때는 휴대폰을 낚아 채이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  휴대폰은 가방이나 옷의 바깥쪽 주머니에 넣지 말고 낯선 사람에게 빌려주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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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품은 보통 옷의 사이드 또는 아래 주머니에 넣으시고, 잠금장치가 있는 안주머니에 보
관하십시오.

공연장, 카바레 안에서
파리 지역의 일부 카바레, 특히 피갈 구역의 유흥업소 중 거리에서 호객하는 장소의 출입
을 삼가십시오. 원치 않은 여성 접대부와 강제로 합석시키고 굉장히 비싼 가격에 술을 강
매할 겁니다.

메뉴와 서비스에 대해 고객에 알리는 것은 법적의무입니다. 손님에 접근해 호객행위를 하
지 않고 가게 내외부에 가격을 표시하는 큰 업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공식 재판매자에서 티켓을 구매하십시오. 암표 조심 : 가짜 티켓을 비싸게 구매할 
위험이 있습니다!

바와 식당 안에서
영수증을 받을 때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주저 없이 메뉴나 가격판을 요구하십시오. 모든 
가격은 TTC 부가세 포함 가격을 명시해야 합니다.

꽃시장, 파리  
4구 Île de la 
Cit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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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와 레스토랑에서 휴대품 보관소 또는 의자에 걸친 겉옷  
안에 현금 등의 결제수단을 넣어두지 마십시오.

시장 안을 순찰하는 경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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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노점상
무허가 노점상에서 물건을 사고나서(사람이 다니는 길거리의 상인들이 파는 물건) 수지 맞
았다거나,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었다고 생각하실 지도 모릅니다.
실상은, 불법 조직과 음성 네트워크 확대에 조력하는 일입니다. 이들이 파는 물건은 그 출
처가 불명확하며, 구매자의 안전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습니다.

>  프랑스에서 무허가 상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허가 받지 않은 상행위는 경범죄이며 징역 6개월과 3,750 유로

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서명운동 사기
파리의 관광 명소에서 보통 미성년인 남녀 무리가 관광객에 접근해 청각 장애와 언어 장
애가 있는 것처럼 꾸미고 청원서라며 서명과 돈을 요구하는 장면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 서명단들은 얼핏 유명 단체와 재단을 사칭하나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들의 목적은 순
전히 돈을 갈취하는 것으로, 이렇게 얻은 돈은 절대 관련 단체가 아닌, 불법적인 조직과 유
사 네트워크의 활동 자금으로 사용됩니다. 더 나아가, 서명할 때 이들의 동료가 서명자의 
가방과 주머니 안의 소지품을 훔칩니다.

>  신분 사칭(신분증 또는 법인의 명칭을 이용)은 징역 7년과 75만 유로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불법 행위입니

다(조직적인 사기일 경우 각각 10년 및 1백만 유로).

카드 도박 사기(야바위)
카드 도박은 예를 들어, 길거리에서 벌어지는 검은색 카드 두 장과 빨간색 카드 한 장으로 
이루어진 카드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주사위나 컵으로도 응용됩니다. 야바위꾼은 카드를 
돌린 후에 세 장의 카드 중 빨간 카드를 찾아 판돈(최소 50유로)을 걸라고 요구합니다. 빨
간 카드를 찾으면 걸은 돈의 두 배를 벌고, 못 찾으면 전부 잃게 됩니다. 사실은 야바위꾼의 
공범 두 명이 구경꾼인 것처럼 가장하여 바람을 잡고 피해자가 걸은 돈을 회수합니다. 야바
위꾼은 계속 이길 것이고, 돈을 건 사람은 매번 돈을 잃게 될 것입니다.

>  이 사기 행위는 형법 제 313-1조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피해를 입을 경우, 가까운 경찰서에 반드시 신고하십시오

(연락처 14페이지 참조).

사기행각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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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당한 경우 
•  최대한 큰 소리를 내서(고함치기) 공격자가 도망치도록 
합니다.

•  가장 가까운 상점에 피신하고 경찰을 부르십시오. 
•  공격자의 인상착의를 알리십시오. 성별, 추정 연령, 머리 모양
과 색깔, 신장과 몸집 크기, 특징(수염, 흉터, 문신, 안경 등).

•  공격자가 도망친 방향과 수단을 알려주십시오. 차량의 경
우, 색상, 메이커와 가능하면 자동차 표지판 번호(부분적이
라도)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십시오.

물리적 폭행을 당한 경우에는 경찰관이 Urgences Médi-
co-Judiciaires(연중무휴, 일일 24시간)에서 진찰받을 수 
있도록 서류를 드립니다.

1, place du Parvis Notre-Dame 75004 Paris
 Cité  St-Michel - Notre-Dame 

전화: 01 42 34 82 85 / 29

정식 증명서가 발급되어 사건 서류로 추가됩니다. 그러면 수
사가 시작되어 사건 장본인을 수색할 것입니다.

도난당한 경우
온라인으로 사전신고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pre-plainte-
en-ligne.gouv.fr).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여 사건 신고서
를 작성하세요(연락처 14페이지 참조). 프랑스어가 불가능
할 경우, S.A.V.E.가 16개 언어를 지원하여 사건 신고서를 접
수하고 원하는 언어로 수령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파리 는 피해자를 지
원합니다.
폭행과 손해를 입은 피해자
를 맞이하여 지원하고, 권리
와 절차를 알려주고, 전문가
(의료, 변호사 등)를 소개하
며 심리적으로 지지합니다.
특히 피해 입은 관광객을 
담당합니다.

ANTENNE SUD 
(예약만 가능)

전화: 01 45 88 18 00
월-금 9:00 - 17:00 
12-14 rue Charles Fourier 
75013 Paris

 Tolbiac

ANTENNE NORD
(예약만 가능)

전화: 01 53 06 83 50
월-금 9:30 - 17:30
22 rue Jacques Kellner
75017 Paris

 Porte de Saint-Ouen

폭행 또는 도난 피해를 입었을 때, 
무엇을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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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 신고 전화
• 경찰신고 17
• 유럽 긴급 신고 전화 112
• 소방서 18
• 의료 구급대 15

 은행
•  신용카드 분실 또는 도난  
전화: 0 892 705 705 • 연중무휴
(0z,34€/분) 

• American Express 01 47 77 72 00

휴대폰 분실 또는 도난 :

상담원에 알리는 것을 잊지 마세요.

 분실물 보관소
36, rue des Morillons •  75015 Paris
3430 (서비스 0.06€/분 + 통화료)
servicedesobjetstrouves-paris@interieur.
gouv.fr
월-수 8:30 - 17:00, 목 8:30 - 12:00, 금 
8:30 - 16:30

 택시 및 대중교통 담당 부서(BUREAU DES
 TAXIS ET TRANSPORTS PUBLICS)

36 rue des Morillons •  75015 PARIS
전화: 01 55 76 20 05
Email : pp-dtpp-sddep-bttp-taxis@interieur.
gouv.fr 
파리 택시에 관한 모든 문의

 파리 관광회의안내소(OFFICE DU 
 TOURISME ET DES CONGRÈS DE PARIS)

시청 사무소
시청
29, rue de Rivoli •  75004 Paris 

https://www.parisinfo.com/contactez-nous 
5월 1일-10월 31일 기간 내 매일 업무시
간 9시-19시. 11월 1일-4월 30일 10시-19
시 마지막 입장시간 18:45 
12월 25일 휴관

 파리 관광사무소
Gare du Nord역 사무소
(arrivées internationales 앞)
18, rue de Dunkerque •  75010 Paris
매일 업무시간 8:30-18:00  
12월 25일, 1월 1일, 5월 1일 휴관

 파리구청(MAIRIE DE PARIS)
Accueil et information du public
29, rue de Rivoli •  75004 Paris 

 Hôtel de Ville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매일 10시-19시 
www.paris.fr

 파르크 드 프랭스 경기장
 (PARC DES PRINCES)

Av. du Parc des Princes •  75016 Paris
 Porte de Saint-Cloud

www.leparcdesprinces.fr

 프랑스 축구경기장(STADE DE FRANCE)

360, avenue du Président Wilson
93200 Saint-Denis

 Saint-Denis / Porte de Paris
 Stade de France / Saint-Denis
 La Plaine / Stade de France

www.stadefrance.com

유용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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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르사이유 전시장(PARC DES EXPOSITIONS
 DE LA PORTE DE VERSAILLES)

1, place de la Porte de Versailles
75015 Paris

 Porte de Versailles
www.viparis.com

 빌팽트 전시장(PARC DES 
 EXPOSITIONS DE VILLEPINTE)

ZAC Paris Nord 2 •  93420 Villepinte
 Parc des expositions

www.viparis.com

파리 주재  
대사관
 독일
13-15, avenue Franklin Delano Roosevelt 
75008 Paris
전화: 01 53 83 45 00 
팩스: 01 53 83 45 02
www.paris.diplo.de
info@paris.diplo.de

 호주
4, rue Jean Rey •  75015 Paris
전화: 01 40 59 33 00
팩스: 01 40 59 33 10
www.france.embassy.gov.au
info.paris@dfat.gov.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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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질
34, cours Albert 1er •  75008 Paris
전화: 01 45 61 63 00
팩스: 01 42 89 03 45
www.bresil.org
ambassade@bresil.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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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125, rue de Grenelle •  75007 Paris
전화: 01 47 53 01 01
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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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01 44 43 18 00
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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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01 43 12 22 22
팩스: 01 42 66 97 83
www.france.usembassy.gov

 인도
15, rue Alfred Dehodencq •  75016 Paris
전화: 01 40 50 70 70
팩스: 01 40 50 09 96
www.ambinde.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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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리아
51, rue de Varenne •  75007 Paris
전화: 01 49 54 03 00
팩스: 01 49 54 04 10
www.ambparigi.esteri.it
ambasciata.parigi@esteri.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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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덜란드 

7-9, rue Eblé •  75007 Paris
전화: 01 40 62 33 00
팩스: 01 40 62 34 56
www.amb-pays-bas.fr
ambassade@amb-pays-bas.fr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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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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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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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 관광회의안내소 공식 웹사이트에서 
모든 파리 주재 대사관 및 영사관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www.parisinfo.com/paris-guide/utile/admi-
nistration_ambassades-et-consulats/

COMMISSA-
RIATS D’AR-
RONDISSE-
MENT 연중무휴 
24시간
 경찰서 전화번호

 1, 2, 3, 4구
45-51, place du Marché Saint-Honoré

 Pyramides  Tuileries
4 bis/6, rue aux Ours

 Étienne Marcel  Rambuteau 
27, boulevard Bourdon

 Bastille

 5구 및 6구
4, place de la Montagne Sainte-Geneviève

 Maubert-Mutualité

 7구
9, rue Fabert 

 Invalides

서비스 0,06 € /분 + 
통화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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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구
1, avenue du Général Eisenhower 

 Champs-Élysées - Clémenceau

 9구
14 bis, rue Chauchat

 Richelieu-Drouot

 10구
26, rue Louis Blanc

 Louis-Blanc

 11구
12-14, passage Charles-Dallery 

 Ledru-Rollin  Voltaire

 12구
80, avenue Daumesnil 

 Gare de Lyon

 13구
144, boulevard de l’Hôpital 

 Place d’Italie 

 14구
114-116, avenue du Maine 

 Gaîté

 15구
250, rue de Vaugirard

 Vaugirard

 16구
62, avenue de Mozart

 Ranelagh

 17구
19-21, rue Truffaut

 Place de Clichy 또는 Rome

 18구
79-81, rue de Clignancourt

 Marcadet-Poissoniers

 19구
3-5, rue Erik-Satie
01 55 56 58 00

 Ourcq

 20구
3-7, rue des Gâtines

 Gambet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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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의 서비스를 확인해보세요.

새소식 받아보기
 @ prefpolice
 @ prefecturedepol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