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행 센다이시 남녀공동참획과  TEL022-214-6143

본 리플릿 작성에는 2009년도 법무성

인권개발활동지역 위탁비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배우자・파트너의 폭력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당신에게

배우자・파트너의 폭력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당신에게

자기다움을 되찾는 것.

당신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루 하루를 안전하고 즐겁게

당신에게는 이러한 생활을 보내실

권리가 있습니다.

센   다   이   시

●센다이시 남녀공동참획 센터

　엘・솔라 센다이 상담 지원계

●센다이시「여성에 대한 폭력 전화상담」

●센다이시 각 구의 가정건강과

●미야기현 여성상담센터(배우자폭력상담지원 센터)

　

●미야기현경찰「경찰상담전용전화」

　

●하-티 센다이 (센다이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센터)

(재)센 다 이 남 녀 공 동 참 획 재 단

도 메 스 틱・바 이 올 런 스  상 담 창 구외 국 적  시 민 을  위 한  상 담 창 구

이용 가능한 언어는 일본어입니다.

면접에 의한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료 법률상담도 실시합니다.

TEL 022-268-8302
◯접수시간(월-토) 9:00-17:00 월2회정도의 휴관일은 제외(※)

●센다이국제센터 교류 코너

　질문과 상담에는 담당 직원이 대응합니다.

전화상담전용창구입니다. 익명으로도 이용가능합니다.

TEL 022-268-5145
◯이용 가능한 요일/시간(화)14:00-19:00(※)

폭력을 피하기 위한 시설 입소와 자녀에 관한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오바구　　　TEL 022-225-7211 (대표전화)

미야기노구 　　TEL 022-291-2111 (대표전화)

와카바야시구　TEL 022-282-1111 (대표전화)

다이하쿠구　　TEL 022-247-1111 (대표전화)

이즈미구　　　TEL 022-372-3111 (대표전화) 

◯이용 가능한 요일/시간(월-금)8:30-17:00(※)

TEL 022-256-0965 전화/방문(예약)상담

◯이용 가능한 요일/시간(월-금) 8:30-17:00(※)

TEL ＃9110번（022-266-9110）
(또는, 가까운 경찰서 생활안전과에 상담하십시오.)

■긴급한 경우  110번

민간 여성지원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전화상담입니다.

TEL 022-274-1885
◯이용 가능한 요일・시간

(월-금)13:30∼16:30,(제1-4화요일)18:30-21:00(※)

(※)축일 및 연말연시는 제외

재생지를 사용하고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으로부터 상담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3자간

전화통화 서비스를 통한 중국어・한국어・타갈어,

포루투갈어가 가능한 자원봉사 통역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재류자격수속 등의 문제에 관해서는 행정서사[書士]에 의한 

무료상담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TEL 022-224-1919
◯이용 가능한 언어

　영어, 중국어, 한국어, 타갈어, 포루투갈어

◯이용 가능한 요일/시간

　9:00-20:00　※월2회정도의 휴관일…연말연시는  제외

◯주소　센다이시 아오바쿠 아오바야마

●외국인 재류 종합 인포메이션 센터

　（센다이 입국관리국）

입국수속과 재류수속 등에 관한 각종 상담은 전화와 면접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TEL 022-298-9014
◯이용 가능한 언어

　영어, 한국어, 중국어, 스페인어

◯이용가능한 요일/시간(월-금) 9:00-16:00

◯주소　센다이시 아오바쿠 고린1-3-20

◆도메스틱・바이올런스와 재류자격문제

배우자의 협력이 없어도 재류기간과 

재류자격의 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부양을 위해 계속해서 재류를 희망하는 경우, 

외국인 부모라도 재류자격 변경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입국관리국에 상담하십시오.



당신이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폭력을 당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가정안에서의 폭력은 좀처럼 남들에게 상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혼자서 해결하고자 

고민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폭력을 당하는 것은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또한, 당신 혼자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매우 어렵습니다.

다양한 상담기관에서는 도메스틱・바이올런스에 대한 

당신의 상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담시에는 

프라이버시에 관한 배려와 함께 비밀을 엄수하고 

있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국적과 언어를 불문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가족의 일원이라 생각하며 상담에 임할 것입니다.

Domestic Violence
도메스틱 바이올런스（DV/가정폭력)

친밀한 관계에 있는(있던) 자로부터의 폭력 

또는, 지배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때리거나 차는 신체적인 폭력 이외에 정신적, 

성적, 경제적인 폭력이 있습니다. 폭력에 

관해서는 폭력을 행사하는 쪽에 문제가 

있으며, 맞는 쪽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위와 같은 폭력으로 인해…

◆이 법률은 배우자로부터의 폭력이 대상
　입니다.

그가 말하는 것처럼 나에게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폭력이 있는 환경은 자녀에게도 매우 위험하며, 

깊은 상처를 받을 수 있는 환경입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도 환경을 바꿔야 합니다.

아이를 위해서는 폭력을 참아야 하지 않을까?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있습니다.도 메 스 틱・바 이 올 런 스 란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왜  폭 력 은  계 속 될 까 ?

당 신 은  결 코

혼 자 가   아 닙 니 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하세요. 

배우자로부터의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DV방지법)

도 메 스 틱

바이올런스

혼인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어도 사실상 혼인관계와 

동등한 상황에 있는 자와 전배우자도 포함됩니다.

피해자가 외국국적인 사람도 해당됩니다.

〈신체적인 폭력〉

□　그는 당신을 때리거나 차기도 하며, 또한, 머리카락을 잡아당긴 

적은 없습니까?

□　그는 당신에게 흉기를 들이대거나, 생명에 위협을 느낄 정도의 

공포감을 준 적은 없습니까?

〈정신적인 폭력〉

□　그는 당신을 「바보」,「너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등 욕설을 

하며, 무시한 적은 없습니까?

□　그는 당신이 일본어 교실에서 일본어를 배우거나 친구를 사귀는 

것을 싫어하지는 않습니까?

〈성적인 폭력〉

□　그는 당신이 보고 싶지 않은 포르노 비디오를 강제로 보게 하거나, 

포르노배우의 행위를 강요 하지는 않습니까?

□　그는 당신이 싫어하는 것을 알면서도 성행위를 강요한 적은 

없습니까?

〈경제적인  폭력〉

□　그는 당신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당신에게 돈을 빌리도록 

하지는 않습니까?

□　당신은 항상 그의 얼굴표정을    

살펴가며,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하며, 

또한 흠칫흠칫 놀라기　도하고, 항상 

신경이 날카로운 채 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　당신은「이런 상황을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으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일본에서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재판소에 제기하면 보호명령이 발령됩니다.

보호명령이란

・가해자가 피해자를 끈질기게 쫓아다니며, 괴롭히는 

　전화를 거는 등의 행동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함께 살고 있는 거주지로부터 퇴거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잦아지는 폭력으로부터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가해질 수 있는 상황에 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