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력의 제지
가해자에 대한경고지도
가해자의 검거
피난시의지원 등

피해자

상담하고싶다, 가해자가 없는곳으로피하고싶다 가해자를 떨어지게하고싶다

경 찰

전문가상담
자립지원 등

※에히메현내 3개소
・에히메현복지종합지원센터
・에히메현남녀공동참획센터
・니이하마시배우자폭력상담지원
센터

배우자폭력상담
지원센터

가해자에게 보호명령을발령

지방법원

「배우자」～부부, 내연관계, 동거상대（성별은불문）
혼인, 내연, 동거중에 폭력을 당하고 관계를 해소한 후에도 계속 폭력을 당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폭력」이란～ 신체에 대한 폭력 또는 이에 준한 신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언동
보기： ・신체적폭력～때리기, 치기, 목을 죄기, 물건 던지기 등

・정신적폭력～협박하기, 폭언행사, 무시하기, 행동을 제한하기 등
・경제적폭력～생활비를주지 않기, 돈을 징수하기 등

※ 다만 지방법원에 보호명령을 신청 할 수 있는 폭력은 「신체에 대한 폭력」또는
「생명, 신체에 대한 협박」만이대상입니다.

배우자폭력방지법이
당신을지키겠습니다

여러기관이
지원합니다

배우자폭력방지법（배우자로부터의폭력방지및피해자
보호등에관한법률)은배우자로부터의폭력을방지하여
피해자를보호하기위해제정된법률입니다.

DV(가정 폭력）피해를 당한 경우 사태가 심각해 지기 전에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우선 경찰에게 상담해 주세요!

데이트ＤＶ란

교제중（동거중이아닌 경우）의 젋은 커플 사이에서 발생한 폭력입니다.
ＤＶ(가정폭력)와마찬가지로 신체적폭력, 협박이나 속박 등의 정신적폭력,
성행위 강요 등의 성적 폭력이 있습니다.
「데이트ＤＶ」는배우자폭력방지법의가정폭력은아니지만 폭행, 협박 등의
범죄에 해당 되는 경우도 있고, 장래에 심각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습니다.



비밀은절대엄수하며, 당신의뜻에따른대책을같이생각해가겠습니다.

익명상담, 본인이아닌가까운분의상담이라도괜찮습니다.

혼자고민하지마시고먼저상담해주시기바랍니다.

여성에대한폭력근절을
위한 상징 마크

긴급 번호 １１０번

에히메현 경찰본부

경찰종합상담실

089-931-9110 （상담전화）

#9110 （전국 통일 상담전화）

홈페이지 http://www.police.pref.ehime.jp

현내 각 경찰서의 경찰 안전 상담 창구 각 경찰서의 대표 전화번호

경찰의
상담창구

내각부：배우자로부터의 폭력 피해자 지원 정보 사이트
http://www.gender.go.jp/e-vaw/

에히메현 경찰 홈페이지
http://www.police.pref.ehime.jp/

정보사이트

가해자로부터「신체에대한 폭력」혹은 「 생명・신체에 대한 협박 」
을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의 더한 폭력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지방법원이
내리는 명령입니다. 보호명령에는 다음의 종류가 있습니다.

보호명령을 위반하면 １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으로 벌합니다.

피해자신변을끈질기게뒤
쫓아다니거나 피해자주거나
근무처등의근처를배회하는
것을금지하는것.

유효기한 6개월.

※ 필요한경우에는피해자와

동거하는미성년의자녀나

피해자친족등에대한

접근금지명령도같이발령

받을수있습니다. 

가해자에게 피해자와
동거하고있던주거에서
퇴거할것과그주거
근처를배회하는것을
금지하는것.

유효기한 2개월.

가해자에게 피해자에대한다음행위를

금지하는명령. 유효기한 6개월.

１ 면회를 요구하는 것.
２ 행동을 감시하고 있다는 듯이 알리는 것.
３ 저해한 언행 또는 난폭한언동을 하는 것.
４ 무언(無言)전화를걸거나,  긴급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화, FAX, 전자 메일을 계속적으로 보내는 것.
５ 긴급사항을 제외하고오후10시부터 오전6시사이에

전화 를 걸거나 FAX, 문자를보내는 것.

６ 오물이나 동물 시체등 명백하게 불쾌감을주는 물건을
보내는 것.

７ 명예를 회손하는 사항을 고하는 것.
８ 성적수치심을느끼게 하는 사항을 고하거나,   

성적수치심을느끼게 하는 문서나 그림를 보내는 것 등.

보호명령이란？

퇴거명령접근금지명령 전화등의금지명령

에히메현복지종합지원센터 089-927-3490 （상담전화）

에히메현남녀공동참획센터 089-926-1644（상담전화）

니이하마시배우자폭력상담지원센터 0897-65-1480（상담전화）

배우자폭력상담
지원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