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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당하면 
어떻게 하면 되지요？ 

 
갑작스러운 사고는 혼란스러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럴때일수록 침착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알아 둡시다. 차나 자전거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고 상대방의 
이름이나 연락처 사고상황의 확인, 의사진단을 무엇보다 우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나 자전거를 안전한 장소에 세워 놓습니다. 

（2 차재해를 막습니다） 

 

구급 119 에 전화를 겁니다 

부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구급 119 에 전화를 겁니다. 

 

경찰 110 에 전화를 겁니다 

・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사고 장소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 경찰관이 도착하면 사고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경찰관이 사고현장을 확인합니다.  

 

병원에 갑니다 

사고발생시에는 경상이라고 생각되어도 실은 중상일 경우도 있습니다. 되도록 빨리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단을 받도록 하십시오. 

 

「교통사고증명서」를 신청합니다 

보험금을 받을 때는 교통사고에 관한 여러 수속 중에「교통사고증명서」가 필요하게 됩니다. 

인신사고에 대해서는 사고발생일로부터 5 년,  접촉사고에 대해서는 사고발생일로 부터 3 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교통사고증명서」는 교부 받을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 직후에는 필요 

없다고 생각해도 몇 년 지나서 필요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사망, 중상일 경우는 증명서를 

받아 놓도록 합시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면「교통사고증명서」발행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 

 주십시오. 

▇ 신청방법 

자동안전운전센터, 파출소, 주재소, 손해보험회사 등에서 신청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사항을 기입한 후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방법은 우송, 창구, 인터넷에 의한 방법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동차안전운전센터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안전운전센터：교통사고에 관한 증명서 

https://www.jsdc.or.jp/certificate/tabid/112/Default.aspx

（일본어） 

https://www.jsdc.or.jp/en/tabid/142/Default.aspx 

(영어) 일본어 영어 

https://www.jsdc.or.jp/certificate/tabid/112/Default.aspx
https://www.jsdc.or.jp/certificate/tabid/112/Default.aspx
https://www.jsdc.or.jp/en/tabid/142/Default.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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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CEC 에서는월～금요 10 시～16 시에  

생활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온지 6 개월 된 초등학교 4 학년 아들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더이상 

참을 수 없어 대항을 했다가 교장선생님께 불려 갔습니다. 중국에서는 당하면 똑같이 갚고 

그리고는 예전처럼 화해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왜 일본에서는 참아야만 하는 건가요？ 

일본에서 살 때는  어느 정도 일본의 룰에 맞추는 것이 생활하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는 작은 사회입니다. 학교라고 하더라도 왕따는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왕따가 

없어지도록 학교에서도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도 아드님의 이야기를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생활보호자입니다. ＤＶ를 당한 친구를 돌봐주고 있습니다. 식료품 기부를 부탁드립니다. 

생활보호수급자는 다른 사람을 보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바로 시야쿠쇼의 ＤＶ당당과에 상담하도 

록 권하세요.「친구를 돌봐주고 있는 것」은 부정한 행위로 간주되어 보호가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생활보호수급자에게는「지인을 재워주어서는 안 되는 것」이외에도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① 보호비를 모국에 송금해서는 안된다. 

② 빚을 갚는데 사용해서도 안된다. 

③ 불필요한 물건이나 호화로운 물건을 사서도 안된다. 

④ 모국에 일시 귀국할 때는 케이스워커에게 연락한다.（그동안의 보호비는 나오지 않습니다） 

⑤ 음주나 흡연, 도박을 제한합니다.  

⑥ 수입이 있을 경우 수입상황을 케이스워커에게 보고한다. 

보호비는 낭비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빨리 능력에 맞는 일을 찾아서 자립하도록 노력합시다. 

 

일본어     쉬운 일본어       영어 

출입국재류관리청에서 
일본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외국인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메일로 보내 드립니다. 

『출입국, 재류정보, 재류지원, 입관정책등』 

● 메일이 있으면 누구든지 등록 가능합니다.  

● 발신되는 정보는 자신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최신정보나 이벤트의 안내등을 알려드립니다. 

   보란티어를 모집합니다 

FICEC 는 보란티어 여러분의 도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번역이나 

통역, 생활상담스탭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요일이나 시간대, 활동내용등 당신의 

상황에 맞추어서 참가할 수 있습니다. 

연락주십시오. (049-256-4290)  

 

 FICEC 일본어교실 

매주목요일 10：00～12：00 

일본어 공부를 같이 해요. 

목요일 이외에도 공부하시 

고 싶은 분은 상담해 주시 

기 바랍니다. 

 

FICEC 국제학생클럽 

매주토요일 9：00～12：00 

외국루츠의 초.중.고등학 

생 여러분 학교공부나 일 

본어공부를 같이 해요. 

휴식시간도 있습니다.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