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
　노상 등 장애물에 의한 통행 장애를 방지하기 
위해 구청장 및 구민 등의 책무를 분명히 하고 , 
구민 등이 공공 장소를 쾌적하게 통행할 수 있도
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구청장의 책무
　경찰서나 관계 행정 기관 , 지역 단체와 연계
하여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
진합니다 .
 

■구민 등의 책무
　구민이나 사업자（점포 등）는 노상 등에 장
애물이 되는 간판 및 상품 진열대 등의 물건을 
설치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

■지도
　구청장은 노상 등 장애물을 설치ㆍ방치한 자
에게 이를 제거하도록 지도할 수 있습니다 .

■권고
　구청장은 지도를 받은 자가 노상 등 장애물을 
설치ㆍ방치하고 있을 때는 즉시 제거하도록 권
고할 수 있습니다 .

■제거ㆍ일시 보관
　권고를 받은 자가 노상 등 장애물을 제거하지 않
은 상태에 있다고 인정될 때는 구청장은 이를 제거
하여 일시 보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	권고	시에	향후	노상	등	장애물을	반복	설치ㆍ방치하고 ,	
제거하지	않은	상태라고	인정될	때는	신주쿠구가	이를	제
거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요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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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쿠구
노상 등 장애물에 의한

통행 장애 방지에 관한 조례

장애물 NO!!

　노상 등에 간판 및 상품 진열대 등의 물건을 허가 없이 설치ㆍ방치하면 통행의 장애가 되므로 보행
자나 자전거가 부딪쳐 부상을 입거나 긴급 차량이 통행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는 등 큰 불편을 끼칩니
다 . 노상 등 장애물을 설치ㆍ방치하지 않도록 합시다 .

안전하며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도로 환경을 모두 함께 만듭시다 .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



　노상 등 장애물을 설치ㆍ방치한 자에게 이를 제거하도록 지도ㆍ권고합니다 .
　노상 등 장애물이 반복 설치ㆍ방치되고 ,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고 인정될 때는 신주쿠구
가 이를 제거ㆍ일시 보관합니다 .
　일시 보관 동안에 부지 내의 공간에서 설치하는 방법 등을 검토해 주십시오 .

지　도 권　고 제거ㆍ일시 보관

■도로법 제 32 조（도로의 점용 허가）
 제 43 조（도로에 관한 금지 행위）

※벌칙（제 102 조）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 만 엔 이하의 벌금

■도로 교통법 제 76 조（금지 행위）
 제 77 조（도로의 사용 허가）

※벌칙（제 119 조） 
　3 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 만 엔 이하의 벌금

■도쿄도 옥외 광고물 조례
 제 6 조 10 호（금지 구역）

※벌칙（제 71 조） 
　5 만 엔 이하의 과태료

도로 위에 간판 등 물건을 허가 없이 설치하는 행위는 법령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노상 등 장애물을 발견했을 때는 지도ㆍ권고합니다
반복되는 경우는 신주쿠구가 제거ㆍ일시 보관합니다

※ 권고 시에 향후 노상 등 장애물을 반복 설치ㆍ방치하고 , 제거하지 않은 상태라고 인정될 때는 신주쿠구
가 이를 제거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요구합니다 .

　공공 장소의 적정한 이용을 저해하는 것으로 용이하게 이동시킬 
수 있는 것

（예） ■길 위에 놓인 간판 등
 ■길 위에 놓인 상품 진열대
 ■집 앞 등의 길 위에 놓인 화분이나 플랜터

노상 등 장애물이란

　건물에서 돌출하여 설치하는 ‘돌출 간판’이나 ‘벽
면 간판’은 도로법ㆍ도쿄도 옥외 광고물 조례의 기준
을 만족하고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설치
를 검토하고 있는 분은 아래에 문의해 주십시오 .

문의처
신주쿠구 녹지토목부 토목관리과 점용계
TEL 03-5273-3574( 구청 본청사 7 층 )

돌출 간판이나 벽면 간판은 허가를 받고 설치할 수 있습니다

돌출 간판
차도인 경우

4.5m
이상

4.5m
이상

경계경계

1.0m
이하

0.3m
이하

벽면 간판
차도인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