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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国 語 

요즘 세계 각지에서 화약고가 폭발하고 있습니다만 가정내의 분쟁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연인이나 부부라고 하는 친밀해야만 하는 관계에서 휘둘러지는 
폭력행위,도메스틱・바이올렌스(DV)가 그것입니다.「폭력은 NO!」, 성별, 사회 습관・

사회의식 등을 배제한 대등한 입장에서 이야기를 주고 받을 수 있는 건전한 가정, 
교제를 위한 노력을 생각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폭력, 그것은 휘두르는 쪽이 나쁩니다 

―피해자가 되지 않게 위해서라도― 

「배우자로부터의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약칭 ：ＤＶ법의 정식 
명칭입니다. 
이 법률은 여성에 대한 폭력뿐만 아니라 
남성에 대한 폭력도 그 대상이 됩니다. 
남편이 부인에게, 연인끼리의 남성이 
여성에게 폭력으로 부터 당신을 지키는 
법률이 이것입니다. 배우자로 부터의 폭력은 
가정내 문제로서 간과되어져 왔습니다. 이 
법률에서는 배우자로부터의 폭력은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폭력을 견디어 내는 것은 미덕이 아닙니다. 
본인이나 아이의 안전과 존엄을 지키는 것은 
당신의 권리인 것입니다. 금방 원조를 
구하십시오. 친구나 가족은 자신의 삶의 
방법을 기준으로 해서 「인내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라고 말하지 마세요.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꼭 전문상담기관이나 ＤＶ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세요. 

☆신체에 관한 폭력・・・때리는 행위, 차는 행위, 
물건을 던지고, 냅다 밀치는 행위. 

☆정신적 폭력・・・「도움이 안 되！ 밥을 먹을 
수 있는 게 누구의 덕이지」등의 폭언을  
내뱉는 것. 
☆성적폭력・・・바라지 않는 성행위를 무리하게 

하는 것. 
피임에 협력해 주지 않는 행위. 

☆경제적폭력・・・생활비를 주지 않는 것. 일을 
그만 두게 해 경제적으로 약한 입장이 
되게 하는것 

☆아이를 이용한 폭력 ・ ・ ・ 아이를 거론하고 
피해를 입히는 등 아이를 이용한 폭력 

  

가해자를 갈라 놓고  싶을 때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하러 오십시오.  

ＤＶ에 관한 상담창구는 「고민해결」에의 제 1 보입니다. 

약칭「ＤＶ법」알고 계십니까? 

―당신을 지키는 중요한 법률입니다― 

이런 것도 폭력 입니다. 집에만 틀어 

박히지 말고 확실히 상담해 주세요. 

☆접근금지명령・・・가해자가 피해자 근처를 
늘 따라 다닌다든지 피해자의 주소나 
근무처 등을 배회하는 것을 ６개월간 
금지하는 것입니다. 

☆퇴거명령・・・가해자를 집 
에서 2 개월간 나가도록 명 
령하는 것입니다. 집 근처에서 
서 배회하는 것도 금지됩니 
다. 

혹시 내가 잘못된 것은? 
 

(가정내폭력)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DV 

○ 부인상담센터ＤＶ상담실（배우자폭력상담지원센터）・・・０４８－６００－６０６０  
○ 범죄피해핫라인・・・０１２０－３８１－８５８ 
○ 가장 가까운 경찰서 ・・・국번＋０１１０ 
○ 후지미노국제교류센터・・・０４９－２６９－６４５０ 

 www.ficec.jp/foreign/                
 ●「인포메이션후지미노」의 백넘버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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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개조는 범죄입니다造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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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에서 병이 걸리는 것은 얼마나 불안한 일일까요. 그 염려를 조금이라도 줄이고자하는 
뜻에서 생긴 것이 「유학생입원위로금제도」입니다. 사이타마현국제교류협회가 (１)사이타마현 
내에 살고 사이타마현내의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２）사비유학생이（３）병이나 부상으로 
일정기간 입원했을 때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하는 제도입니다. 위로금액은 1 회에 한해 3 만엔 
지급됩니다. 
●이용방법 ①각 대학에 있는「외국인유학생입원위로금지급신청서」 ②의사 진단서 ③은행 
통장 ④학생증 복사 ⑤외국인등록증명서 복사를 사이타마현국제교류협회에 보내 주십시오. 
상세한 내용은 사이타마현국제교류협회에 문의해 주십시오. 
（재）사이타마현국제교류협회 〒330-0074 
사이타마시우라와구기타우라와 5-6-5 우라와지방청사 3 층 
  ＴＥＬ ０４８－８３３－２９９２ ＦＡＸ ０４８－８３３－３２９１  

韓 国 語 

 

지난달 부정개조차배제운동강화월간으로 
외국국적의 남성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교통경찰의 눈에 걸려 처분을 받았습니다. 
 일번적으로 볼 수 있는 운전석, 조수석 
유리창에 필름을 붙인 것 때문 이었습니다.  
 이것은 외국국적 시민이기 때문이 아닙 
니다. 그 외에 백색으로 빛나는 방향지시 
기나 제동등의 설치, 소음기 절단이나 제외 
등 위험하며 주민에게 폐를 끼치는 
부정개조는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평소 선량한 시민으로서 생활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이 정도는 어때라고 생각해 
자동차를 마음대로 개조해도 경우에 
따라서는 사고의 원인이 될수도 있고  또 
범죄를 돕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자동차는 쾌적한 생활을 위한 
교통수단임을 염두에 둡시다. 
 

 유치원아가 있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가볍게 하기 위해 취원비(보육료)의 일부를 

후지미시에서는 보조하고 있습니다. 
○ 신청할 수 있는 분  후지미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는 분. 3 세에서 5 세 
및 평성 19 년도 중에 만 3 세가 되는 

취원아가 있는 가정으로 평성18 년도분의 

소득신청을 완료하신 분입니다. 
○ 신청방법 유치원에서 배부되는 서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유치원에 

제출해 주십시오. 다른 시나 마치에서도 
같은 제도가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은 

야쿠쇼나 야쿠바에 문의해 보십시오. 

후지미시에서는 교육총무과가 창구로 

되어 있습니다.     

유치원 등 취원장려보조 

 후지미노국제교류센터가 매월 실시하고 
있는 「아이와 함께 성장하는 부모 모임」은 
유아를 가진 외국국적 시민과 일본인이 같이 
테마를 정해서 아이 기르는 재미나 고생에 
대해 서로 이해해 주자는 드문 행사입니다. 
 생긴지 얼마 안되는 모임입니다만 매월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7 월은 
여름에 딱 맞는 기획 「오리지널부채」를 
만들어 멋진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참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８월의 예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시＞  2007 년 8 ／28 화요일 
＜장소＞  야마자키 공원(후지미시) 
＜연락＞ 참가희망자는 메일이나 전화로 
   oya＠hansokuya.com TEL 256-4290 
 

아동부양수당의 갱신 수속！ 아이와 함께 성장하는 부모 모임  8 월예정 

사비유학생을응원합니다！ 알고계십니까「유학생입원위로금제도」 

 후지미시에서는 현재 아동부양수당（주로 
모자가정인 분에 지급되는 수당）의 갱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동부양수당을 받고 

있는 분은 기간중에 갱신수속을 해 
주십시오. 

○ 기간 8 월 6 일（월）부터 10 일(금) 

     오전 9 시부터 오후 4시 30 분 
○ 장소 후지미시야쿠쇼 1 층  

（해당되시는 분은 7 월하순에 통지서를 

배포하오니 확인해 주십시오 
잘 모르시면 후지미시자녀 

양육지원과나 후지미노국제 

교류센터에 문의해 주십 
시오.） 

 

www.ficec.jp/living/               
 ●６개국어판 생활가이드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