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 여러분께】
범죄피해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과 마음에 다음과 같은
반응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큰 충격을 받은 후에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흔한 반응입니다.

○ 이러한 증상은 없습니까?
불면증, 식욕이 없다.
짜증이 난다.
자기 잘못이라고 여긴다.
자기감정을 모르겠다. 의욕상실.
갑자기 사건의 광경이 떠오는다.

힘들 때, 울고 싶을 때, 자기감정을
솔직히 표현하는 것이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 내 잘못이라 여기지 마십시오. 잘못은 범인에게 있습니다.

○ 평소처럼 되지 않는다고 조급해하지 말고, 가능한한 마음의 여
유를 가지도록 합시다.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무리하지 말고
조금씩 일상의 생활리듬을 되찾로록 노력해 보십시오.

피해상담창구

지원안내서
【외국인을 위한 지원】

■ 구마모토현　외국인　서포트센터

구마모토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불편없는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일본어，영어，중국어，한국어，스페인어등 19개국어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상담에 응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냉용은 구마모토현  외국인  서포트센터  홈페이지  또는
（０８０－４２７５－４４８９）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 후쿠오카출입국재류관리국　구마모토출장소

외국인　인신매매　피해자나　그밖의　피해자들로부터　상담을  
 받아　재류기간갱신　등의　절차에　관한　안내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후쿠오카출입국재류관리국 구마모토출장소

（０９６－３６２－１７２１）로　문의하여　주십시오.【주위 분들께】
○ 피해사실에 대하여 억지로 묻지 마십시오.

○ 본인이 이야기를 꺼냈을 때는 조용히 듣고 감정을 그대로 받
아들여 주십시오.

○ 억지로 위로하려들지 마십시오. 격려와 선의의 말조차가 상대
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 피해자 자신이 내린 결정에 힘이 되어 줍시다.

○ 피해자를 고립시키지 맙시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줍시다.
그런 주위 분들에게도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혼자서 고

민하지 말고 믿을 수 있는 사람과 의논합시다.

【경찰상담창구】

□ 범죄피해 지원에 관한 상담（범죄피해자지원실） 
096-381-0110（내선 2193～2195）

□ 성범죄피해에 관한 상담 ｢성피해　상단전화」 （수사제１과）
 0120-8343-81 (휴대전화는 사용불가) 　096-384-1254

□ 소년문제에 관한 상담 

또는
 

「히곳코텔레폰」 （히곳코 서포트센터）
0120-02-4976（휴대전화는 사용불가）

096-384-4976

□ 스토커 ･DV 에 관한 상담（인신안전대책과） 

096-381-0110（내선 3434／3436）
□ 경찰에 관한 각종상담 （경찰안전상담실）

096-383-9110（ 직통전화 #9110）

【당신의 담당자】～주저말고 언제든지 상담을 요청해 주십시오～

구마모토현 경찰서 과 계

성명

전화번호 － －

（내선 ）

【피해어린이를 대하는 방법】
어린아이가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증상을 보이기 쉽습니
다.
○ 화를 내거나 울부짖거나 한다.（정서불안정）
○ 혼자서 자려고 하지 않거나 응석이 심해진다.
○ 두서없는 이야기나 기묘한 거짓말을 한다.
○ 피해를 재현하는 놀이를 한다.
○ 성피해의 경우, 성적행동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거나 성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그러한 경우에는

◎ 아이가 하는 말을 믿어 주십시오.
◎ 가능한한 평소처럼 대해 주십시오. あげてください。
◎ 아이가 하는 말을 천천히 잘

들어 주십시오
◎ 아이를 추궁하지 마십시오.
◎ 아이를 충분히 안심시켜 주십시오. 구마모토현경찰

심신의 영향에 대하여

성범죄피해상담전화　（전국통일전화）「＃８１０３」

9960127
下線

9960127
下線



피해자들에게 드리는 부탁사항 경찰에서 실시하는 지원제도
머리말

※ 원칙적으로 일정의 중대범죄나 사망사고, 뺑소니사고 등의
중대교통사고의 경우에 적용됩니다.（제외규정있음)

범죄피해를 당하면 심신에 변화가 오거나 앞으로

의 조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몰라 마음이 불안해질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안내서에서는 조사의 절차나

협조 사항, 심신의 영향, 피해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 각종 상담창구

등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술청취】

범행상황이나
범인의 모습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묻습니다.
생각하고 싶지않은 힘든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니다만, 범인을
검거하여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
여 필요한 작업입니다.

【증거품 제출】

피해당시에 입었던 옷이나 소
유물을 증거품으로 제출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범죄 입증에 필
요한 절차입니다. 보관상의 필요
가 없을 시에는
신속히 돌려
드립니다.

【현장검증 입회】

범행현장 등을 확인할 때 입회
를 부탁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해명과 범죄를 증명하기 위
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게 됩
니다.

【병원에서의 진찰】

성범죄 같은 경우, 범인의 DN
A 채취나 긴급피임 등의 조치를
위하여 부인과병원에서 진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용의 일부를 경찰이 부담하

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자 지원요원제도】

피해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
여 지정된 직원이 다음과 같은 지
원활동을 실시합니다 .
○ 진술청취 , 병원 등에 동행
○ 조사의 흐름 등을 설명
○ 각종 상담에 대응
○ 관계기관및 단체를 소개및인계

【피해자 연락제도】

피해자 등이 희망하면 다음과 같
은 사항을 연락하여 드립니다.
○ 조사의 진전에 관한 사항
○ 범인의 검거 , 인정사항 등
○ 범인의 처분상황（송치된 검
찰청 , 신병사건의 기소및 불기
소의 처분결과 등）

※피의자가 미성년인 경우에는 연락

내용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
※ 범인이 소년인 경우는
절차에 차이가 있습니다.

【공금지출제도】

피해자들의 경제적 , 정신적부담
을 줄이기 위하여 일정의 조건하에
서 다음과 같은 비용을 공금으로
부담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
○ 가족을 잃은 분

사체검안서료 , 해부사체운송료
○ 범죄로 부상을 당하신 분의

진단서료
（1 개월 이상의 중상 , 원칙 1 통）

○ 성범죄 피해를 당하신 분의
초진료 , 긴급피임조치료、
감정자료채취비용 등

※ 적용에는 일정의 요건이 있사오
니 상세한 내용은 담당 경찰직원에
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

형사절차의 흐름

【재피해방지제도】

피해재발 위험이 있는 피해자등
을「재피해방지대상자」로 지정하
여 , 조언이나 지도 , 순찰강화 , 관
계기관과의 연계 등으로 피해재발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
다 . 만약 ,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느끼실 경우에는
주저하지 말고 경찰에
상담하여
주십시오

경
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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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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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의 신병을
구속한 채 검
찰청으로 사건
을 송치합니다

범인을 체포하지
않고 조사를 진행

법원이 인정하
면 범인을 구속
한 채, 조사가
진행됩니다.

조사한 서
류만을 검
찰청에 송
치합니다.

【범죄피해급부제도란?】

고의적인 범죄행위로 인하여 가
족을 잃은 유족, 중대한 부상 또는
질병, 후유장해가 남은 피해자들에
게 다른 공적급부나 가해자로부터
충분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 경우
에는 나라가 일시금으로 급부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 유족급부금

○ 중상병급부금

○ 장해급부금

의 세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친족간

의 범죄나 피해자에게도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급부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범죄행위가 일어났을 당시,

일본국내에 주소가 있었다면 지급대상

이 됩니다.

【급부금 신청에 대하여】

신청은 신청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도

도부현의 공안위원회로 신청하게 됩니다.

신청시에는 경찰본부의 범죄피해자 지

원실로 신청서와 필요서류를 제출해 주

십시오. 범죄피해 발생을 안 날로부터 2

년을 경과한 경우, 또는 발생한 날로부터

7 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사

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일부경우제외).

※ 상세한 내용은,

구마모토현 경찰본부

범죄피해자지원실

096-381-0110(내선 2194)

로 문의해 주십시오.

범인의 재판을
결정하는 절차입
니다

공개법정으로
재판이 열려
판결이 내려집
니다.

【공판에 출정】

범인이 기소되면 법원에서 재
판이 열려 증인으로 출정을 요구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서면심리만으
로 형이 결정
된다.

공 판

범죄피해급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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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약식명령

약식명령청구

불기소

공판청구

기 소

구 류

서류송치 신병송치

서류송치 체 포

범인특정

조사개시

범죄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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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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