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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안전 팁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에서 GoHawaii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세요.

Visitor Aloha Society of Hawai‘i  (808) 926-8274



아래 웹사이트에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www.gohawaii.com
www.ag.hawaii.gov

범죄, 구조, 
각종 신고는 911

 
일반 안전 
 ü 귀중품을 소지한 채로 경치를  
감상하거나 소지품을 차에 두고 
내리는 것은 위험합니다.
 ü 방에 있는 금고에 귀중품을  
보관하세요.
 ü 아이 혼자 발코니에 나가게 하면 
위험합니다.
 ü 호텔에서는 금연입니다. 의료용 
마리화나도 금지입니다.
 ü 만일을 대비해 휴대전화를 항상 
가지고 다니세요. 휴대전화  
도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ü 표지판 안내문을 준수하세요.  
출입금지 구역과 바다 안전  
표지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로 안전 
 ü 귀중품을 트렁크에 실을 때  
유의하세요. 누군가 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ü 운전 중에 통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는 행위는 하와이  
주정부법에 의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벌금 : $297). 핸즈프리 장비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ü 안내 : 벌금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호놀룰루 경찰서 
(www.hpd.org)에 문의하여 교통  
범칙금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ü 무단횡단은 범칙금 부과  
대상입니다(벌금 : $130).

물놀이 안전 
 ü 바다를 등지고 있으면  
위험합니다.
 ü 해변에 귀중품을 둘 때는  
조심하세요. 옷 아래, 신발  
속, 모래 속에 숨기더라도  
도난의 위험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ü ‘Dangerous Condition’ 이라고 
쓰여있는 곳은 사망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위험한 곳입니다.
 ü 폭포나 절벽에서 다이빙을  
하거나 미끄러운 바위를 오르는 
것은 위험합니다.
 ü 혼자 수영하거나 어린아이를  
혼자 수영하게 두는 것은  
위험합니다.
 ü 항상 조심하고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지 마세요. 하와이의  
파도와 해류는 눈에 보이는  
것 보다 훨씬 셀 수 있습니다.
 ü 사전조사를 하세요.  
Hawaiibeachsafety.com  
웹사이트에 방문하셔서  
바다와 기상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웃도어 레크리에이션 안전 
 ü 굳이 위험을 감수하지 마세요. 
폭포를 오르거나 산책로에서  
벗어나 산등성이나 협곡을  
타는 행위는 위험합니다.

자연재해 
 ü 하와이의 허리케인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에 주로  
발생합니다.
 ü 허리케인 경보가 발령될 경우  
물가에 가는 것을 삼가고 실내에 
계시기 바랍니다.
 ü 일기예보와 뉴스에 귀  
기울이세요. 

아래의 기관들이 여러분의 안전한 여행을 후원합니다.
• Department of the Attorney General Crime 

Prevention and Justice Assistance Division  
Community and Crime Prevention Branch

• Hawaii Hotel and Visitor Industry Security 
Association (HHVISA)

• Hawai‘i Tourism Authority

• Visitor Aloha Society of 
Hawai‘i  (VASH)

• This Week Publicatio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