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격해졌습니다DV방지개정법   

 

놓치지 마세요！ 가정 내 폭력. 어떤 작은 폭력이라도 그냥 두면 

커다란 뿌리가 뻗어나 비극의 꽃을 피우게 됩니다.“슬픔이여 안 

녕” 평성 16년 12월 2일 실시된 개정「배우자로부터의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ＤＶ방지법)중 관계가 깊은 항목을 

골라 줄거리를 소개하겠습니다. 

 

 

♥ 그 1  
｢배우자로부터의 폭력」이란, 신체에 대한 폭력 외 정신적 폭력, 성적 폭력 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정의를 넓게 해석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그  2  

「보호명령제도」의 의미를 넓혔습니다. ⇒보호명령에는 2종류가 있습니다. 

 Ａ、접근금지명령・・・가해자가 피해자 근처를 맴돈다든지. 피해자의 주거, 근무처 

등의 주위를 배회하는 것을 6개월간 금지. 

 Ｂ、퇴거명령・・・가해자가 집에서 일정 기간 나가도록 명령한다. 

① 이혼 후도 원래 배우자로부터 폭력을 당한다든지, 생명이나 신체에 크나큰 

위험과 피해를 입을 염려가 있을 때는 재판소가 보호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② 폭력을 휘두르던 배우자가 어린 아이를 데리고 갈 만한 의심스러운 언동을 

할 경우 재판소는 피해자에의 접근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음과 동시에 

피해자의 어린이에의 접근금지명령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피해자의 아이가 15세 이상일 때는 그 어린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③ 배우자는 퇴거명령으로 피해자와 함께 생활의 근거로 하고 있는 주택에 

서의 퇴거는 물론 그 주거 부근에서의 배회도 해서는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④ 퇴거명령 기간이 2 주간에서 2 개월로 확대되어 퇴거명령의 재신청도 인정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변정리, 이사할 곳의 확보 등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한 것 입니다. 

♥ 그  3  
「 배우자폭력지원센터 」 의 업무를 명확히 정했습니다. （ 사이타마현에서는 

「부인상담센터」가「배우자폭력지원센터」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의 업무는 피해자가 자립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이나 조언, 원조 

등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그  4  

「배우자폭력지원센터」는 민간단체와의 연대에 힘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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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배우자폭력지원센터」가 업무를 할 때 필요에 따라 같은 활동을 하고 있는 
민간단체와의 연락을 취해 해결에 힘쓴다고 하는 것 입니다. 
「후지미노국제교류센터」에서는 2 시 2 정의 위탁으로 외국 국적인 분들과의 
생활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배우자폭력지원센터」와의 관계  가 
깊어지겠지요. 고민거리는 작을 때에 상담해 주세요. 반드시 해결방법 을 찾을 수 
있습니다. 

 
 
１１월７일（일）사이타마현 최대 국제마츠리 

｢국제페어 ｣２００４ 개최   
 

사이타마현내의 국제교류단체, NGO 등을 한꺼번에 모은 이전부터  해 온 국경을 

초월한 마츠리가 올해도 개최됩니다. 바자, 공연 , 전시와 다양한 행사가 여러분의 

하루를 지루하지 않게 합니다. 가을을 아쉬워하는 일요일을 국제라고 하는 

분위기로 즐겨 보시지 않겠습니까? 

� 회장 사이타마신도심케야키광장 

� 일시 11월 7일（일）10부터 16시까지 

� 문의 048－833－2992 (사이타마현국제교류협회/사업과) 

<카미후쿠오카스포츠교류회> 

핑퐁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

땀과 미식의 하루를 즐기는 모임 

핑퐁의 작은 흰색 공에 국제교류 

의 생명이 불어 넣어 지는 날. 그

것이 이 모임입니다. 경험이 있고

없고는 상관 없습니다. 웃는 얼굴

과 운동화만 있으면 거기는 나의 

올림픽 회장입니다. 땀을 조금 흘

리면 벌써 점심시간 입니다. 필리

핀요리를 즐겨 보십시오. 가족 대

환영입니다.  

●일시 10 월 31 일（일） 

10:00∼14:00 

●장소 시립코마바야시 체육관 

（사기노모리초등학교체육관 2층） 

●내용 탁구연맹선수와의 교류, 지도

●비용  무료 

후지미시국제포럼 
  
지구시민의 체험 이벤트입니다.  

무엇이든지 해 보고 싶으신 분, 호기심

가득한 분에게 권할 기획이 가득가득. 

이문화 체험과 이야기의 장이 준비되

어 있습니다. 가을의 하루를 국제라고

하는 키워드로 즐기시는 것은 어떨까요.

●일시 10 월 17 일(일) 12:30∼16:30 

●장소 후지미시립후지미노교류센터   

●내용 제 1 부 

민족의상 시착과 기념촬영·기모노

입 는 방법·태극권·다도·일본북· 

그림으로 그리는 글· 중국다도· 

국제퀴즈· 세계 놀이 

제 2부 외국국적시민의 주장과 의견

●비용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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