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은 범인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하쓰카이치시［廿日市市］ 가미헤라［上平良］ 여고생살인사건
사건 개요
2004년 10월 5일 화요일 오후 3시경, 히로시마켄 하쓰카이치시 가미헤라의 일반 주택가에서 기타구치 사토미［北口聡美］
씨가 학교에서 귀가 후 본인의 방에서 젊은 남자로부터 칼에 찔려서 사망. 소란을 감지하고 달려 온 사토미씨의 조모에게
도 중상을 입힌 흉악사건입니다.
기타구치 사토미씨(당시 17세)가 다니고 있던 히로시마현하쓰카이치고등
학교의 2학년생은시험기간 중이었기에 오전중으로
전원 귀가하였습니다.
또 사토미씨는 자택에서 고등학교까지 약3km되는
거리를 은색 자전거를 타고 통학하고있었고, 미
야조너 단지내의 학습학원에도 다니고있었습니다.

정보제공 바람!

사건 현장
현장은 히로시마시 중심부에서 약 20km 떨어진 하쓰카이치시 가미헤라지구로 국도 2호선(통칭 니시히로시마 바이패스)을
히로시마시내에서 이와쿠니시 방면으로 가다가 가미헤라 사거리에서 하야타니신사［速谷神社］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들
어간 국도 433호선상에 있는 일반 주택가로 국도를 사이에 두고 대규모 단지가 있습니다. 야마가타군［山県郡］아키오타
초［安芸太田町］(예전 가케초［加計町］)나 온천시설인 아르카디아빌리지에 갈 경우에도 이 길을 거쳐서 가기도 합니다.
현장가옥의 상황
상요자동차도
발생현장
발생현장
하야타니신사

국도2호선(니시히로시마 바이패스

범인상～2004년 10월 5일 당시～
연령20세 정도(현재３０대) 이것이 목격된 범인의 초상화입니다.사건당시 20세정도라도 현재는 적어도 30대가
된다고 추측합니다．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연령, 체격, 헤어스타일, 여드름등은 당
신장165cm정도
연히 변하고 있습니다만，눈의 인상은 변하지 않다고 추측합니다．
체격다부진편임
특징
눈이 가늘다
약간 갈색머리
여드름흔적이 있음
범인이 신고 있었던 신발(발자국에서 추측한 것임)
던롭제의 운동화. 약 26-27cm, 신발 앞쪽 부분의 갑피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
니다.이 신발은 사건당시 판매가격은 5～6천엔으로 중국에서 제조되어 전국에
76만켤레이상 판매되고 있는 신발입니다.
사건발생시

보고있 다

현장

가미히라교차로

하야다

도망가고있다

목격된 오트바이
사건발생시 현장부근에서 목격된 오트바이등
사건발생시，현장부근에서 스쿠터 타입의 오트바이가 목격되어，“현장부
근 보도에서 오트바이를 탄채 현장쪽을 돌아보는 젊은 남자를 봤다.”나“현장
부근의 도로인지 보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오트바이가 역행하고 있다. ” 등 목
격정보가 있습니다.이와 같은 “현장쪽에서 온 오트바이르를 봤다”라든가 “오
트바이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바람에 충돌할뻔했다”등 목격정보는 업습니까？오트바이

하야다니교차로

현 장 쪽을

현장부근에서

이미지

정보제공
사토미씨는 수학과목을 좋아했고 부친과 같은 설계사가 되는 것이 꿈이였기에 이과계의 대학진학을 목표로 공부하고있었
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실현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사건전후부터 갑자기 사라진 사람이 없었습니까?빈둥거리거나 낮에 자유스롭게 행동할 수 있던 사람은
없었습니까?사건전에 현장의 형편을 살펴보는 사람은 없었습니까?혹시 그 사람은 범인이 아닙니까?
“초상화에는

비슷하지않은데…”사건발생때부터 벌써 12년이 지나가서 우리 경찰은

초상화에 구애하지 않고

많은 정보제공를

바라비다．

범인은 발자국 이외에도 여러 증거를 남겨 놓았기때문에 도망 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정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사특별보상금에 관한 주의사항
～조사특별보상금 300만엔(상한액)～
보상금은 범인의 체포 또는 사건 해결하는데 있어서 가장 유력한 정보를 히로시마현 하쓰카이치시 경찰서 조사본부에제공
해 주시는 분께 지불됩니다.
지불대상자가 2 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상한액 범위 내에서 분할하여 지불됩니다.
협력하여 주신 분들에 대한 정보는 공표하지 않으므로 주소, 성명, 연락처등을 알려 주십시오. (익명등에 의해 통보자가
특정되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지불할 수 없습니다.)
기간 201６년 3월 1일부터 201７년 2월 28일까지
연락처(정보 접수 부서)
〒738-0015 히로시마현 하쓰카이치시 혼마치 1번 10호（広島県廿日市市本町1-10）
히로시마현 하쓰카이치경찰서 ‘하쓰카이치시 가미헤라 여고생등 살인사건 조사 본부’
TEL:0829-31-0110(대표) 내선601～603 홈페이지:http://www.pref.hiroshima.lg.jp/site/police/
※전화대응은 일본어로만 하고 있습니다. 일본어외의 언어로 정보제공하실 경우에는 메일로
저보제공바람
연락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