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니들을위한이룸핸드북Ⅱ

희망충전 100%를위한 2%의지혜
성매매여성을위해도움줄수있는곳

자격증, 경력도없지만일자리구하는방법!

아이와함께살곳이필요해요!

내주변사회복지알아보기!

사채업자가괴롭힐때!

생활속법률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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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부록 1 상담소·쉼터·자활지원센터연락처
2  참고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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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피해지원상담소, 

자활지원센터, 쉼터, 그룹홈!!

무엇을, 어떻게지원받을수있는지

알아볼까요?

첫째, 상담소는선불금문제, 사기기소, 고소, 파산등혼자해결하기어려운

법적인문제에대한모든법적절차를무료로지원하고있습니다.

둘째, 일하면서생긴질병, 종합검진, 산부인과, 내과, 외과, 피부과등, 정신

적 후유증, 신경정신과, 심리상담 등에 대한 종합적인 의료지원을 무료로

지원받으실수있습니다.

셋째, 상담소에서는쉼터에연계하는일을하고있습니다. 쉼터에서는언니

가 원하는 일을 하게 될 때까지 따뜻한 안식처가 되어드립니다. 취업에 필

요한교육프로그램등다양한지원이가능합니다.

이모든과정은담당상담원과함께하며비 보장이됩니다.

예를들어이런일이있을수있습니다. 

시도때도없이업주, 사채업자의협박으로인해불안해요 / 일하던중에손님에게

맞았거나 성폭행을 당했어요 / 그동안 일했던 돈을 하나도 받지 못했어요 / 선불

금 말고도 다른 빚도 많아요. / 경찰서에서 조사 받으러 오래요 / 업소가 단속 당

했어요 / 사기로고소당했어요 / 

상담소에오시면법률문제는이렇게해결해나갑니다.

첫째, 상담소에 전화를 하시거나 방문하셔서 억울했던 일, 힘들었던 상황

등자세하게상담원에게이야기해주세요.

둘째, 상담원과 함께 사건에 대해 기록해 봅니다. 사건에 대한 증거(일했던

장부, 통화녹취등)를찾아봅니다.

성매매여성을위해
도움줄수

있는곳

성매매피해지원상담소

상담소는무슨일을하는곳인가요?

법률을해결하고싶은데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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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상담원과사건에대하여어떻게해결할것인지의논합니다.

넷째, 사건 진행 시 진술서 작성, 경찰서 조사 동행 등 상담원과 함께 사건

을진행합니다.

다섯째, 아픈 곳이 있거나 머물 곳이 불안정하면 병원과 쉼터도 함께 동행

합니다.상담원과함께해결해나갈수있습니다.

첫째, 쉼터에서 생활을 하지 않아도 학원을 다닐 수 있는 자활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둘째, 간단한 오리엔테이션 과정을 거치고 개별상담을 통해 원하는 서비스

를지원받게됩니다. 

셋째, 학원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취업 및 진학 등 이후 본인의 계획과 관련

하여원하는학원을함께알아보고센터에서등록을해줍니다. 

넷째, 학원등록 이후에는 학원을 다니면서 주 1회 내방, 전화, 이메일 상담

을진행합니다. 

각 자활지원센터마다 일자리제공사업의 세부내용은 다릅니다. 대표적인 자

활지원센터여성성공센터W-ing의경우, 세부사업안내는아래와같습니다.

* 여성성공센터W-ing은 1953년부터여성에대한특별한관심을갖고자활지원센터,

그룹홈, 쉼터등다양한지원활동을해오고있는곳입니다.

1) 기초지원사업

상담지원, 의료및법률지원, 학력지원, 전문교육지원

2) 교육지원사업

비전워크숍：비전꼴라쥬를통한비전찾기

자기경 워크숍：셀프리더십강화

공동체훈련：W-ing의공동체의식함양

인문학아카데미：내면의힘을키우기위한인문학과정

3) 취업및창업지원

취업및창업지원, 자조모임, 인턴십프로그램

4) 사업단(공동작업장) 운

여성 상미디어센터 W-ing：기록제작, 미디어교육, 찾아가는 상제

‘레인보우토킹’, 시네마테라피등운

친환경핸드메이드 사업단：친환경소재 인형 및 규방공예 생활소품 제

작, 천연비누워크숍운

대안문화공간‘신길동 그가게’：커피 및 샌드위치 판매와 공간 대여,

전국의여성자활물품위탁판매및미니강좌

목공작업장‘뚝딱 뚝딱’：개인 및 단체 목공 교육, 가구 주문 제작 및

판매

첫째, 여성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심리, 정서적 안정을 얻을 수 있도록 쉼

터지원시설이있습니다. 

둘째, 쉼터에 머무르면서 의료·법률·진학 및 취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도

제공받을수있습니다. 

자활지원센터

업소에서나와취업을하고싶은데막막합니다. 
학원을다니고싶지만쉼터엔가고싶지않아요.

그럼자활지원센터는무슨일을하는곳인가요?

쉼 터

갈곳이없어요. 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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쉼터에서의규칙은공동체생활에필요한최소한의것으로합니다. 

첫째, 식사·취침시간은정해져있습니다.

둘째, 아침에일어나는것과샤워등은본인이알아서자유롭게합니다. 

셋째, 취업교육을위해학원에다니게되면자연스럽게생활을스스로관리

하게됩니다. 

넷째, 최소한의규칙안에서자유로운삶을추구하는쉼터입니다. 

물론 가능합니다. 입소 후 15일은 적응과 안정을 위해 외박을 자제하도록

권하고요. 그후엔주2회외박을할수있습니다.

대 상：성매매피해여성으로서 입소를 희망하는 자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있습니다.

이용기간：1년이후 (1차연장가능 : 6개월)

입소절차：입소상담 → 입소(숙식제공, 정서지원) → 서비스연결 (의료,

법률서비스, 자원연결)

전화나방문하여입소의의사를밝히는것외에특별한입소절차는없고요.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입소를 하고픈 마음이 반신반의 할 땐 과

감히방문하여충분한상담을하고시설을둘러보며나에게맞는곳인지탐

색도가능합니다. 

첫째, 취업의지속성을유지하면서삶의비전을실행할수있도록안정적이

고독립적인생활을할수있는주거지원을그룹홈이라합니다.

둘째, 이를 통해 직업 활동을 유지하고,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여성들이주도적으로자신의삶을살아갈수있도록힘이되어줍

니다. 

<자격조건> 

첫째, 탈성매매한여성으로서

둘째, 직장을다니고있을것(6개월이상)

셋째, 직업을계속유지해야함. 2개월동안취업을안할경우상담후졸업

넷째, 6개월마다재계약, 3년까지연장가능

<입학절차> 

첫째, 초기면접및상담을진행합니다.

둘째, 입학신청서작성(언제부터언제까지거주하겠다, 기간명시등)

셋째, 독립계획서작성(적금계획, 빚청산계획, 독립일정등)   

첫째, 정원 5인 둘째, 개인당 월 생활부담금 50,000원 내고 본인들이 직접

요리해서식사준비 셋째, 공동거주, 청소구역돌아가며분담하기

넷째, 월1회공유모임 다섯째, 상담원이매주 1회숙직, 개인상담

외박은가능한가요?

쉼터를이용하려면어떤방법이있어요?

그룹홈

그룹홈은어떤곳인가요?

그룹홈에들어가려면어떻게해야하나요?

그룹홈은어떻게운 되나요?

쉼터에가면규칙적으로생활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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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맞는 직업을 찾고자 고민하시는 분과 분주한 발걸음으로 일자리를

구하고계시는분의빠른취업을돕기위해노동부에서마련한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막상일을그만두었는데

기술도없고,  자격증도없어

막막하기만하시죠? 

기술을배워서

평생직장을원하신다면

꼼꼼히살펴보세요.

자격증, 경력도없지만
일자리구하는

방법

적성검사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직업적

성과 흥미 등의 심리적 특성들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

요하겠죠. 고민을해결해드릴수있는곳이있습니다.

진행방법 첫째, 검사는 온라인과 방문검사 모두 받으실 수 있고, 워크

넷을 통한 온라인검사는 검사 실시 후 결과표를 즉시 확인하

실수있습니다. 

둘째, 방문검사는 가까운 노동부 고용지원센터(1588-1919)

에서무료로실시하고있습니다. 

문의사항 노동부워크넷www.work.go.kr (02-2629-7000)

여러직업중적성이맞는직업을
택하고싶어요. 도와주세요!

취업에관련된훈련을받을수있는곳이있나요?

로그인 검사선택 검사실시 검사선택 직업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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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취업프로그램

‘여성인력개발센터’는정규직업훈련기관에다니기어려운주부등여성의

직업능력개발및취업알선을위해애니메이션, 조리, 미용, 봉제 등여성적

합직종위주로단기직업훈련을실시하고있으며더불어취업알선, 간이보

육시설, 사회교육서비스도제공하고있습니다. 

여성가장훈련과정

찾는마당

일자리 정보
를 효과적으
로 얻는 다
양한 방법
연습하기(구
직망 구축
사전탐방 ,
일자리정보
제공자와이
전화접촉)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법 알아
보기

여는마당

프로그램에
대한소개

이력서
비교하기

생각
가다듬기

면접사례
살펴보기

진행방법

문의사항

알리는마당

자신의 업무
능력과 기술
(장점)을 효
과적으로 전
달하기

재취업을 방
해하는 걸림
돌 극복방법
연습하기

만나는마당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하기

구인자 입장
에서 면접
준비하기

면접에서 흔
히 나오는
어려운 질문
에 대처하는
방법

효과적인 면
접 마무리하
기

다지는마당

전체면접
과정 연습하
기

일자리 구하
는 과정에서
부딪치는 걸
림돌 극복하
기

서로도와다
함께(취업 동
아리구성)

12-15명의소그룹으로구성하여 1회 5일간 6시간씩
진행됩니다. 

동부워크넷www.work.go.kr (02-2629-7000)

여성과관련된취업프로그램도있을까요?

훈련과정 자립과취업을지원하는프로그램

신청대상 여성가장으로 세대주인 여성 또는 세대주는 아니더라도 사

실상 세대원을 부양하는 여성으로 고용지원센터, 인력은행

등직업안정기관에구직등록후직업훈련상담받은자

신청방법 노동부고용지원센터(1588-1919) 및 인력은행등의직업안정

기관에 구직 등록 및 상담 후 구직등록필증을 발급받아 직접

신청

선발기준 각훈련기관에서서류전형, 면접등소기의절차를통해선발

훈련수당 교통비 : 5만원(훈련생전원)

가계보조금 : 1인당 5만원(3인까지)

훈련시간이 1일 4시간이상 1월 80시간이상인훈련과정

수강자

단위기간의출석일수가훈련일수의 80%이상일것

식 비 1일 5시간이상이고 1월 100시간이상인훈련과정을

수강할것

단위기간의출석일수가 소정훈련일수의 80%이상일것

문의사항 각지역마다여성인력개발센터가있습니다.

www.vocatio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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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55세이상)분들이일자리정보의탐색에서이력서작성, 면접기법등

구직활동에필요한제반기술을익힐수있도록지원하는프로그램입니다.

고령자재취업프로그램

취업상담과 알선에서부터 생활상담까지 실업노동자에게 필요한 원스톱으

로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

실업자종합지원사업

노인취업에대한프로그램도있나요? 취업상담에서알선해주는곳어디없을까요?

만남의마당

프로그램에
대한소개및
목적이해

집단응집력
향상

진행방법

문의사항

선택의마당

건강을중심
으로한자기
관리방법익
히기

자신의강점
이해하기

희망
취업분야선
택하기

12-15명의소그룹으로구성하여 1회 5일간 6시간씩진행
됩니다. 

·워크넷홈페이지
www.work.go.kr  (02-2629-7000)

·고령자취업알선센터
www.noinjob.or.kr  (1588-1877)

배움의마당

취업성공
요인파악

이력서작성
법알아보기

면접기술
익히기

긍정의마당

효과적인
대화법
익히기

화다스리는
법익히기

다짐의마당

프로그램
성과다지기

구직생활
계획세우기

사회적지지
체계구축하
기

분류

취업상담

및알선

구인처

개발

기초법및

생활상담

실업자

취업준비

교육

문의사항

내용

생산직, 사무직(사무경리직), 서비스직 등 양한 취업상담 및

알선

기타직업훈련, 정부의실업대책등안내

구직자의 직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생산직, 서비스직, 사무경리 등 분야별로 다양한 구인

처를개척합니다.

기초법수급권신청및애로사항

장애인등록, 한부모가정지원, 방과후교실, 알콜상담등

각종복지정보제공

생계및창업자대출, 기타저소득가정대상정부의

지원정책안내

기타 실업자의 심리안정과 재취업을 위한 각종 교육프로그

램, 실업노동자가정의안정을위한상담안내등

각종적성검사(성격검사, 직업선호도, 창업적성검사등)

각종집단상담(인간관계훈련, 의사결정훈련, 분노조절훈련등)

경제의 변화와 노동시장의 흐름, 직업·직종의 변화와 유망

직종, 직업세계설계하기

구직능력향상프로그램(이력서자기소개서쓰기, 올바른면

접법등)

실업극복시민운동본부www.bchope.or.kr (031-679-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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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 업창업자금융자

<여성가장>

여러 민간단체와 정부기관이 여성 한부모 가장 등 저소득층에게 창업지원

을 하고 있습니다. 무담보·무보증 낮은 이자 대출이어서 창업에 나설 수

있는좋은계기가됩니다. 창업교육과훈련, 여러조언사후지원등도받을

수있습니다.

창업자금지원사업현황

창업을하고싶은데대출받을수있는곳이있을까요?

주관단체

사회연대
은행

신나는
조합

사업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

창업지원
사업

저소득층
창업지원
사업

지원한도

2천만원

2천만원

1천만~
5천만원

금리

연
0~2%

연 6%

연4%

지원자격

최저생계
비 120%
미만저소
득층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60%이하
저소득층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60%이하
저소득층

문의사항

www.bss.or.kr
02-2274-9637

www.bss.or.kr
02-2274-9637

www.joyfulunion.or.kr
02-365-0330 

문의사항

www.kepad.or.kr
031-728-7069

주관단체

장애인
고용
촉진공단

사업

자 업
창업자금
융자

지원한도

5천만원
이내

금리

연리
3%

지원자격

창업을
희망하는
장애인

아름다운
가게

근로복지
공단

한국여성
경제인
협회

한부모
여성가장
창업지원
사업

실직여성
가장창업
자금

여성가장
창업자금

4천만원
까지

3천만원

3천만원

연1%

연3%

연3%

소득의
최저생계
비 150%
이하인
한부모
여성가장
고용보험
료 6개월
이상납입
한실직자
4인가족
가구월소
득 189만
원미만

www.beautifulstore.org
02-3675-1240

www.kcomwel.or.kr
1588-0075 

www.womanbiz.or.kr
02-369-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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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부자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모부자세대를 위해 만들어진 시설

입니다. 

16

추위와더위를피하고, 

가족과함께

편안하게살수있는집!!

아이와함께
살곳이

필요해요

아이가있는데당장갈곳이없습니다. 
어떻게해야하죠?

입소대상 이혼이나 사별, 미혼모 여성으로써 만 18세 미만의 자녀로

구성된저소득모부자세대

입소절차 입소의뢰 - 거주지관할동사무소에서입소신청서작성

입소상담 - 관할구청가정복지과담당자의심의를거쳐입소

결정

입소통보 - 신청자가모자원에방문하고상담자와상담후입

소결정

입소기간 전입일기준으로 3년

입소시 주택무료제공(모자세대별독립된주거공간제공)

주어지는 매월생계보조비지급 ( 단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해서제공)

혜택 생계운 비지급 (난방비, 공공요금등)

보육료(미취학), 교육비(중, 고) 면제

아동의경우후원자와개인결연

2년이상거주후퇴소시퇴소정착금지급

모자원내프로그램참여

문의사항 거주지관할동사무소사회복지과로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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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대상>

가구소득이최저생계비의 2배이내인자
※최저생계비 (2008년도기준)

단위 : 원

·전세보증금 7,000만원(세자녀 8,000)이하의세입자로서신청일

·현재서울시에주민등록이등제된무주택세대주

<대출금액>

·전세보증금 70% 이내로대출을할수있습니다. 

※대출신청인의 연간소득 및 부채 등 대출금 산정기준에 의해 금융기관

에서 결정(통상 2,000만원 내외) (금융기관에서 사용 중인 대출 잔액

차감후전세대출) 

<대출조건>

18

<국민임대주택어떻게들어갈수있을까요?>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사회복지적 성격의 임대주택으로서

정부의 재정보조를 받아 전용 7~12평 규모로 건설되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등과같은저소득층에게 50년동안 구적으로저렴한임대료로공

급됩니다.

<국민임대주택은누가분양받을수있나요?>

·저소득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수급권자

·저소득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65세이상직계존속을부양하는자로서

수급권자선정기준의소득평가액이하인자

<국민임대주택입주신청절차및문의사항>

·신청절차

·문의사항

www.shville.co.kr  (SH공사홈페이지 : 전화1600-3456)

http://kookmin.jugong.co.kr  (대한주택공사 : 전화 1588-9082)

한부모가정인데집에서아이와함께살고싶습니다. 
대책이없을까요? 

저소득층전세자금대출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463,047 784,319 1,026,603 1,265,848 1,487,878 1,726,186

대출이율 연리 2% 

상환방법 15년원리금균등분할상환 15년또는 15년혼합상환

신청방법 연중수시(전세계약서상입주일과주민등록전입일중빠른날

짜로부터 3개월 이내) 전세계약서(확정일자 필), 건물등기부

등본, 소득확인관련서류를 지참하여, 새로 계약한 관할 동주

민센터를방문, 서면신청

▶ 전세 계약 전 취급은행(국민, 우리, 농협)에서 본인의 대출

가능금액을문의한후전세계약을체결하시기바랍니다.

문의사항 각관할구청전세금대출담당자에게문의하시면됩니다.

입주대상자선정의뢰
(공시→서울시)

입주대상자선정통보
(서울시→자치구)

순위별명부작성통보
(자치구→공시)

입주대상자재산검색
(공시→건설교통부)

단지별, 평형별(11, 14, 18평)
순위총괄명부작성관리(공사)

입주대상자에게입주안내
(공시→입주대상자)



2120

사회를알고복지를알면

생활이안정되고

여러가지혜택을

받을수있습니다.

내주변
사회복지
알아보기

등록대상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정신장애, 발달장애, 신장장애, 심장

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간질장애, 안면변형장애, 장루·요루장애

장애인 장애인등록을신청하고자하는사람의주소지관할읍,면,동

등록 사무소를방문하여장애인등록신청서를작성하여제출한다.

및절차 장애인 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18세 미만의 아동, 중증장애인 등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하거나 전화로 신청

가능

장애인 발급대상 : 장애인본인및배우자, 직계속·비속, 형제·자매,

증명서 장애인을보호하고있는장애인복지시설의장

발급 신청절차 : 전국 시·군·구 민원실 또는 읍·면·동장에게

신청

처리기간 : 즉시(수수료:무료) 타 거주지에서 신청시 해당 장

애인등록기관확인후발급

발급방법 : 전국 시·군·구 사회과(민원실) 또는 읍·면·동

의새올행정시스템에서출력하여사용

문의사항 각관할동사무소에사회복지과로문의하시면됩니다.

장애인

장애인등록을하고싶은데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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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22

장애인수당은얼마나되나요?

지급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18세

이상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수급자인보장시설입소장애인

지급금액 기초수급중증장애인 : 1인당월 13만원

기초수급경증장애인 : 1인당월 3만원

차상위중증장애인 : 1인당월 12만원

차상위경증장애인 : 1인당월 3만원

보장시설입소중증장애인 : 1인당월 7만원

보장시설입소경증장애인 : 1인당월 2만원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이 1급또는 2급인자 (3급지적또는

자페성장애인으로서다른장애가중복된자)

·경증장애인 : 장애등급이 3급~6급인자

문의사항 각관할동사무소에사회복지과로문의하시면됩니다.

한부모가정인데혜택을받을수있는서비스가없을까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령에의한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고교생학비, 복지자금융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자녀양육비이행확보무료법률구조등

서비스 ·아동양육비 : 최저생계비 130%이하의한부모가족만8세

내용 미만아동에대하여아동양육비월 5만원지급

·고교생학비 : 최저생계비 130% 이하의한부모가족고등학

생자녀에대해입학금, 수업료지급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대여 :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서 근

로능력 및 자립자활 의지가 뚜렷하고 현실성 있는 사업계

획을제시하는자 (자금재원 - 공공자금관리기금 20억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신축 및 노후시설의 증·개출 등 환

경개선으로 무주택 저소득 모·부자 가족을 일정기간 보

호하여 생계를 지원하고 퇴소 후 자립기반을 조성하도록

지원

문의사항 각관할동사무소에사회복지과로문의하시면됩니다.

기초 기초노령연금이란 전체 노인의 70%(360만명)에게 매월 일

노령연금 정액의 연금을 드려서 국가발전과 자녀양육에 헌신해 온 노

고에보답하려는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서비스내용

서비스

이용방법

및

이용요금

문의사항

0세(3개월이상)~만 12세아동이있는이용희망가정

부모가올때까지임시교육, 보육시설등, 하원, 놀이활동등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사업 수행기관에 이용회원으로 등록,

서비스신청

월 120시간(연960시간이내) 필요한만큼시간제로

이용비용 : 시간당 5,000원(심야 6,000원)

아이돌보미지원사업www.idolbom.or.kr  Tel : 1577-9337

여성

아이를돌봐줄곳이필요해요!! 노인

노인의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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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인정액기준

7인이상가구의최저생계비 : 1인증가시마다 224,308원씩증가

(7인가구 : 1,936,494원)

소득인정액 = 개별기구의소득평가액 + 재산의소득환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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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생활이어려운저소득층의최저생계비를보장하는제도입니다.

문의사항 기초노령연금을신청하시고자하는 65세이상어르신은신분

증과 통장사본(지급계좌), 전ㆍ월세 계약서를 지참하시고, 주

소지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

사에가셔서신청하시면됩니다.

노인장기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 일 등 일상생활

요양보험 을 혼자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지원 등

의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

어주어국민의삶의질을높여주는사회보험제도입니다.

신청대상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건강

보험적용자 + 의료급여적용자)

이용절차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조사 → 등급판정 → 장기용양급

여이용 계약 급여제공 →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 이

용계획서통지

문의사항 노인장기요양보험www.longtermcare.or.kr Tel : 1577-1000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및 부양의무자 기준의 조건을 충족하면 수급자

로선정됩니다.

부양 부양의무자(부모또는자녀등직계혈족)가없는가구혹은

의무자 부양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의무자로부터 부

기준 양을받을수없는가구

문의사항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급여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임대차

계약서또는무료임대확인서등을제출하시면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제도는어떤것인가요?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생계비(월) 463,047 784,319 1,026,6903 1,265,848 1,487,878 1,712,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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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맞는“일수이자”알아보기

사례

“마이킹또는사채로 1,000만원을빌려

하루에 20만원씩 60일간 1200만원을갚아라.”

이를‘금융감독원일수계산기’로계산하면연이자율이연225.7%가되어대부업법

에제시되어있는최고이자율연 49% 규정을위반하는것이됩니다. 

금융감독원일수계산방식에의하면(연이자율 49%)

원금 1,000만원에 대해 60일간 갚는 조건에 법정 최고 연이자율 49%를 적용한다

면하루에찍게되는일수금액은 173,581원입니다. 

첫째, 법적으로규정된이자와원금상황을위해서는‘금융감독원일수계산

기’를사용하세요. 

둘째, 잘 모르시겠다면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홈페이지를 방문

하시거나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로 전화하셔서 안내받으실 수 있

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서민을 위한 금융대출 활성화를 위하여‘서민맞춤대출

안내서비스’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농협, 신협, 등록대부업체 등

의다양한제도권금융상품을검색하고안내받으실수있으며본인의신용

상태도확인하실수있습니다.”

26

사채업제대로

알아보고

대응방법까지!!

사채업자가
괴롭힐때

대부업, 사채를빌렸는데이자때문에피해가커요!!

사채나일수금을쓰기전에,
내게맞는적정한대출상품은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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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업자가 선이자를 떼는 것은 포기했지만‘복리 이자’라면서 계약서를

쓰래요.

복리이자란이자에대하여다시이자를지급하는것을말한답니다. 

사례

100만원을 연 30%로 빌렸다면 1년 후 이자는 30만원이지만 2년 후 이자는 39만

원, 3년후 이자는 50만7천원.. 이렇게 되는 것인데요, 「이자제한법」에서는 복리도

원금의 30%이하가 되도록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경우 복리이자가 30만

원을넘어 39만원또는 50만 7천원인경우에도 30만원만지급하면됩니다.”

그런데저는이자제한법이시행되기전에높은이자로돈을빌렸는데요.

첫째, 「이자제한법」은 2007년 6월 30일부터시행되었는데, 이자제한법이

전에 체결한 경우는 계약한 이자로 계산을 하고, 시행일 이후부터는 이자

제한법이적용됩니다. 

둘째, 시행일 이전에 연40%이자율로 계약하셨다 해도 2007년 6월 30일

이후에는법대로연30%이자율로계산하여야합니다. 

그런데등록, 무등록대부업자를어떻게판단하나요?

첫째, 사채업자 또는 대부업자에게‘대부업등록증’을 제시하라고 요구하

세요.

둘째, 대부업등록증이 없다면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인 연30%를 따라

야합니다. 

셋째, 주의할 것은 등록 대부업자의 경우에는 최고 이자율 연 49%이라는

것입니다.

사채빚을계산해보니까이자를너무많이지급한것같아요.

「이자제한법」에서는 돈을 빌린 사람이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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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빌리기전에「이자제한법」꿰뚫기

첫째,「이자제한법」은 이자의 적당한 한도를 정해서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

을목표로제정된법률로서 2007년 6월 30일부터시행되었습니다. 

둘째,「이자제한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고이자율은 연30%로 그것을 넘은

부분은 무효이며 이를 초과해서 이자를 돈을 갚았다면 사채업자에게 반환

을청구할수있습니다. 

셋째, 이것은 개인과 무등록 대부업자가 적용대상으로서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등록한 대부업자의 경우에 최

고이자율은연49%입니다. 

사채업자가원금을줄때선이자를떼고주는데요. 이게맞는건가요?

첫째,「이자제한법」에서는 선이자에 상관없이 실제 받은 금액을 원금으로

보도록정하고있어요. 

둘째, 즉, 선이자와같이미리떼는이자를금지하고있습니다.

사례

100만원 빌리는데 사채업자가 선이자 30%(30만원) 제하고 70만원 지급하면서 계

약서를 작성하게 한다면 법에 따라 원금은 70만원이고 이자는 70만원을 기준으로

연30%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갚아야 할 돈은 원금 70만원

과이자 21만원합해서 91만원으로계산이되는것이지요.

그런데사채업자가그건선이자가아니라수수료라고해요.

「이자제한법」에서는 수수료, 할인금, 공제금, 체당금, 예금 등 어떤 명칭에

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자로 봅니다. 즉 수수료와 상관없이 실

제받은금액은원금으로보시면됩니다.

잠깐! 돈빌리기전에「이자제한법」먼저알고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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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독촉을하는사람이예전그사채업자가아니에요.

빚독촉을하면서자신이누구인지밝히지않은사례들이발생하고있는데

요. 이것또한대부업법을위반한것으로과태료 500만원에처하는행정처

분대상입니다. 

사채업자가제가족에게빚이있다는사실을직접알렸어요. 

보통 성매매를 했다는 것을 가족에게 알려 빚을 갚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요, 이런 경우에도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 이외에도 시청이나 도청에 신고

하여행정처분을받게할수있습니다. 

어디에서도움을받을수있나요?

첫째, 경찰청과 같은 정부기관에서는‘생계침해형 부조리사범 통합신고센

터’를운 하고있습니다. 

둘째, 전화 112 또는 1379로 신고하시면 되고, 불법채권추심 이외에도 임

금착취, 불법직업소개, 취업사기, 성매매피해등 8개부조리에대해서도신

고할수있습니다. 

셋째, 또 채무고민을 도와주는 곳으로는‘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에

서구체적인상담과소액의대출을받으실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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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경우에 초과 지급된 이자가 원금을 충당하고도 남은 때에는 반환을

청구할수있습니다.

이런소송은어디에서도와주나요?

첫째,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132)에서도움을받으실수있습니다.

둘째, 저소득층임을 고려해서 모든 사금융 피해자에 대해「이자제한법」의

내용을토대로무료법률상담을하고있어요. 

셋째, 초과 지급된 이자에 대해서는 사채업자를 상대로 반환청구 소송을

하는방법으로법률구조도실시하고있습니다.

불법부당한빚독촉행위에대한대응!!

첫째,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자나 가족에게 찾아가는 행위는“대부업의등

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을 위반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벌금형에처할수있는범죄행위입니다. 

둘째, 112에 신고하고경찰관에게현행범으로처리해줄것을요구해야합

니다. 

셋째, 특히 채무변제를 이유로 성매매 업소에서 계속 일하도록 강요하는

것은‘성매매알선, 강요죄’로처벌할수있습니다. 이때에는꼭상담소도

움을받으세요. 

제주변친구와동료를찾아가서사실을알리겠다고하는데요. 

첫째, 채무자외의자가채무사실을알수있게하는방법으로빚독촉을하

는행위또한금지되어있습니다. 

둘째, 과태료 500만원에처하는행정처분대상입니다. 증거를확보해서시

청또는도청에신고할수있습니다.

빚을갚으라며집에찾아오거나가족을괴롭혀요.

속지마세요. 거짓말채권추심!

“직장에찾아가

급여를

압류하겠다.”

→실제로사채업자가직장을찾아가는경우도있습

니다. 이 또한불법이죠. 그러나채무자들이회사동

료와 상사에게 알려질 까봐 겁을 먹기 때문에 효과

가 큰 추심수법으로 알려져 있답니다. 또 급여를 압

류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하는데 급여 압류는 법원을

통해 신청하기 때문에 사채업자가 직장에 알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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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보호법이뭔가요? 

보증을 서고 나서 이후에 원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서 계약이 변경되어도

보증인에게알려주지않아보증인이피해를입는경우들이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보증인을보호하기위해명확한한계를두는것입니다.

주요내용

첫째, 보증인의 의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발생한다.

둘째, 보증기간을갱신할때보증채무의금액을보증인에게서면으로알려

주어야한다. 

셋째, 원래 채무자가 3개월이상 돈을 안 갚았을 경우 또는 돈을 갚지 못할

경우보증인에게이사실을알려야한다. 

넷째, 서면으로알리지않은보증계약은효력이없다. 

다섯째, 보증기간을특별히약속하지않았다면그기간을 3년으로본다. 

여섯째, 보증인에대한불법채권추심을금지한다. 

불법채권추심금지

보증인에대한불법채권추심은형사처벌받게되어있습니다. 돈을갚으라

며공포심을조성하는등의협박이나위협에대해서적극도움을요청하시

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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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살림살이

물품목록 검사 겸

압류들어간다.”

“빚안갚으면

사기죄로

고소할거야!”

문서위조

“강제집행착수

예정통보서”

“빨간도장을

찍거나 법원서류

처럼위조”

→보통‘빨간딱지’라부르는압류딱지를붙이는권

한은 법원 집행관에게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잘모르기때문에사채업자가집에방문하면저항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주인의 허락 없이 사채업

자가 집에 들어오면 주거 침입죄에 해당될 소지가

큽니다. 

→사기죄의경우

·처음부터 갚지 않은 목적으로 대출받고 고의적으

로연체한경우

·처대출후한번도갚지않고, 상환노력도하지않

은경우

·처채권자를속여재산상의이익을취한경우가아

니면형사처벌을받기어려워요. 

→ 이는 대표적인 추심방법으로 채권기관이 실행하

지도않으면서‘압류및강제경매 2차 확정통보서’,

‘관할경찰서 형사고발 및 고소장’을 보내 채무자를

공포에떨게하는거짓말추심방법입니다. 

유체동산등에대한압류와금융계좌에대한압류는

법원의 판결,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등이 없으면

신청할 수 없어요. 특히 강제집행은 국가의 집행기

관이실시하는것인데이는민사소송이종료되면법

원이 당사자에게 판결문을 송달하고 그것을 토대로

강제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 절차가 다 완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자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

니다. 참고로 120만원이하의월급은압류가금지되

어있습니다. 

보증인보호를위한특별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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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금 받고 차용증 쓸 때, 변호사 사무실가서‘공증’을 하는 경우가 있지

요? 업주도, 사채업자도‘공증까지 서놓고 어디서 발뺌이야?’라고 협박해

옵니다. 공증? 공증? 과연공증이뭘까요?

공증이란?

첫째, 공증은‘특정한 사실,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행

위’입니다. 강제집행 승낙조항이 있는 공증 문서의 경우 재판을 거치지 않

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진다고 합니다. (강제집행 승낙조항이

없으면, 재판절차를밟아야강제집행이가능하지요) 

둘째, 차용증과 마찬가지로 법적인 효력을 가진 문서지만 업소 선불금 등

과 관련해서는 법적인 절차에 사용되기 보다는 언니들을 협박하는 수단으

로더많이사용되고있습니다. 

대응방법?

첫째, 협박에 겁먹지 마시고 용기를 내어 근처의 상담소나 법률사무소, 무

료법률공단등에상담을해보세요. 

둘째, 업소선불금의경우, 성매매방지법으로‘불법원인에의한채권무효조

항’이있기때문에무효채권으로인정받을수있는경우가많습니다. 

공증을할때주의사항!!

첫째, 공증사무실의위치와상호를기억해두세요! 

둘째, 공증을했다면 공증 사무실에 모든 서류가 보관됩니다. 원금과 날짜,

채권자, 채무자가 기록된 서류는 언니들에게 유리한 증거가 될 수 도 있으

므로 공증 당시 받았던 서류를 잘 보관하시거나 서류를 보관할 수 없는 상

황이라면, 공증사무실의위치와상호를꼭메모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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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넘어져도

코가깨지는세상. 

유비무환의정신으로

챙겨보는각종생활법률지식!

생활속
법률지식

차용증만쓴게아니에요! 공증도섰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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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채권 등에 대한 대책을 세운 후 주민등록말소 해지(주민등록재등록)를

하러갑니다. 

둘째, 굳이주민등록이말소된곳이나본적지(지금은‘본적지’라고하지않

고‘기준등록지’라고합니다)에가지않으셔도됩니다. 

셋째, 현재실제로살고계시는곳의주소지를관할하는 (읍, 면) 동사무소에

가셔서 주민등록말소해지(주민등록 재등록)와 함께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

니다.

주민등록말소에따른과태료

첫째, 부과되는 과태료는 신고지연기간 및 최고 또는 공고 여부에 따라 최

저 5천원, 최고 10만원입니다. 주민등록말소에따른과태료는아무리기간

이 길어도 최고로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이 10만원까지 입니다. 그리고 벌금

이아니라, 과태료입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과태료를 경감해 주는 경우도 있으므로 어떤

원인으로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셨는지 (읍, 면) 동사무소의 담당직원에게

말 드리고가능하다면과태료경감등선처를부탁해보세요.

손님으로부터성폭행을당했을때업주, 소개업자들로부터원치않는성관

계를강요당하고폭행을당했을때, 어떻게신고할수있을까요?

<여성폭력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를이용해보세요.>

첫째, 사건 발생 직후, 몸을 씻지 말고 가까운‘여성폭력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에연락하여증거수집및의료서비스를받을수있습니다. 

둘째, 지원센터에서언니들이업소에서일한다는이유로언니들이당한폭

행이나 피해를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면 놀라거나 실망하지 말고 한국성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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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하지않았던혼인신고, 행방불명된배우자때문에고민하는언니들많으

시죠? 이혼절차에대해서간단히알아봅시다.

이혼의방법

이혼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두 사람의 동의하에 진행되는‘협의이

혼’, 한 사람이이혼에동의하지않을때가정법원에이혼을소송으로청구

하는‘재판상이혼’이있습니다. 

첫째, 협의 이혼을 진행할 때는 배우자와 함께 법원에 가서 서류를 작성하

고숙려기간을거쳐, 다시 법원에가서최종의사를확인한후이혼신고를

하시면됩니다.

둘째, 재판상이혼의경우에는가정법원에재판을청구하면서진행이됩니다.

재판상이혼을청구할수있는경우는다음과같습니다.

·배우자의부정한행위가있었을때

·배우자가악의로다른일방을유기한때

·배우자또는그직계존속으로부터심히부당한대우를받았을때

·자기의직계존속이배우자로부터심히부당한대우를받았을때

·배우자의생사가 3년이상분명하지아니한때

·기타혼인을지속하기어려운중대한사유가있을때

이혼상담은어디서하나요?

여성의전화 1366, 가정법률상담소등을이용하시면됩니다.

주민등록말소해지절차

첫째, 우편물을받을수있는주소지, 주소지등록후추심당할가능성이있

이혼하고싶어요.

성폭력/폭행을당했어요.

주민등록말소이렇게해결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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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는일

법률구조공단은 복잡한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위하여 무

료법률상담과 소송대리를 해주는 곳입니다. 직접 방문해서 상담하면 간단

한상담절차를거쳐변호사님의도움도받을수있어요, 전국의법원, 검찰

청 소재지마다 지부와 출장소가 있으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

터넷에익숙한

언니들은 홈페이지에도 들어가 보세요. 각종 법원서식, 소송 절차가 자세

히설명되어있답니다. 

어디서문의해야하나요?

전화는국번없이 132, 홈페이지 : 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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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상담소 02-338-5801~2 혹은 저희 [이룸]으로 연락주시는 거 잊지 마세

요! 

어디선가 우편으로 날라 온 법원 문서, 도대체 고소를 했다는 건지 하겠다

는 건지, 압류를 했다는 건지 하겠다는 건지 알 수 없을 때, 못 받은 돈 꼭

받아내고 싶어서 소송을 해야겠다 싶을 때, 벌금통지서를 받고 보니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디 물어볼 데가 없

나?’법무사? 변호사사무실? 아무래도비용이걱정되기도하고, 고민되시

죠? 

지역 원스탑센터(병원) 전화번호

서울 경찰병원 02-3400-1117

부산 부산의료원 051-805-1117

대구 대구의료원 053-556-8117

인천 인천의료원 032-582-1170

울산 동강병원 052-246-3117

경기 아주대병원 031-216-1117

경기북부 의정부의료원 031-874-3117

강원 강원대병원 033-243-8117

충북 청주의료원 043-272-7117

충남 충남대병원 042-259-8426

전북 전북대병원 063-278-0117

전남 조선대병원 062-225-3117

경북 안동의료원 054-843-1117

경남 마산의료원 055-244-8117

제주 한라병원 064-749-5117

법률구조공단을이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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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상담소·쉼터·자활지원센터

지역 상담소 위치 전화번호 홈페이지

소냐의집 강동구천호동 02-482-0746 www.sonya.or.kr

다시함께센터 동작구대방동 02-814-3660 www.dasi.or.kr

(사)막달레나공동체
용산구한강로 02-794-8384

www.magdalena.or.kr
현장상담센터‘이나’ php

성매매없는세상‘이룸’ 동대문구용두동 02-953-6279 http://e-loom.org

해솔상담센터 해운대구우동 051-740-5377~8 w1316.org

(사)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 서구구덕로 051-257-8297 wom-survivors.org

사회복지법인꿈아리
진구전포동 051-816-1366 www.chamwomen.org

‘부전현장상담센터’

(사)인천여성의전화부설
부평구부평동 032-501-8297 www.hotline21.or.kr

성매매피해상담소강강술래

(사)대구여성회부설
대구 053-422-8297 www.himne.org성매매여성인권센터

성매매피해상담소‘힘내’

대구광역시여성회관
북구여성회관길

053-256-7300 www.daegu.go.kr
성매매피해상담소 053-803-8297 /women

(사)광주성매매

동구광산동 062-431-8294 www.gjw.or.kr/hisisters여성인권지원센터부설
062-232-8297광주성매매피해상담소

‘언니네’

대전여민부설
성매매여성인권지원상담소 중구중촌동 042-256-8297 www.tjwomen.or.kr
‘느티나무

울산성매매피해상담소 남구무거동 052-249-8297 www.ywca8297.kr

평택새움터부설현장상담센터 경기도평택 031-663-4656

두레방 의정부시고산동 010-7741-2610 www.durebang.org

파주여성인권센터 파주시금촌동 031-957-5083
happylog.naver.com/
ecogender.do

어깨동무 팔달구고등동 031-222-0122 www.suwonhotline.or.kr

상담소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지역 상담소 위치 전화번호 홈페이지

(사)경원사회복지회부설
성남시수정구 031-747-0117 www.happywithus.org

현장지원센터열린길

햇살센터 평택시안정리 031-618-5535 www.hessal.org

춘천성매매피해상담소
춘천시중앙로 033-243-8297 www.chgil.co.kr

‘길잡이의집’

청주가정법률상담소부설 청주시상당구
043-257-8297 www.bombom.or.kr

충북여성인권상담소‘늘봄’ 북문로

구세군천안여성현장
천안시성정동 010-4873-1362 www.ddd3.co.kr

상담센터

(사)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전주시완산구 063-282-8297
www.yonggamhan.org

부설현장상담센터 �경원동 011-9224-8297

순천여성인권지원센터
061-753-3644

nanuricenter.ohpy.com061-753-3654

경북성매매피해상담센터 포항시북구
054-231-8297 www.saenal8297.org

‘새날’ 대흥동

(사)경남여성회부설
창원시가음동 055-273-2241 www.knwm.com

여성인권상담소

마산YWCA부설
마산시중앙동 055-246-8297 www.sangdam8297.or.kr

경남여성인권지원센터

(사)제주여성인권연대부설
제주현장상담센터 제주시일도동 064-702-8297 www.jwr.or.kr
‘해냄’

경기

춘천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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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쉼터 전화번호 홈페이지

W-ing 02-836-7195 www.w-ing.or.kr

한국여성의집 02-333-7511 www.hanyeou.or.kr

마인하우스 02-826-3274 www.main.or.kr

다시함께쉼터 02-831-6294 rewith.org

나사렛성가정공동체 02-391-8770 www.nazarethhome.or.kr
010-7107-8770

여울쉼터 02-917-2502

너른쉼터 02-6408-2005 www.magdalena.or.kr

막달레나의집 02-6401-8381 www.magdalena.or.kr
02-704-8382

휴먼케어센터
02-953-7942

happylog.naver.com/humancare.do
02-6408-7942

사회복지법인기독교대한
051-257-905 6sunhome.ohpy.com

감리회‘해뜨는집’

(사)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
051-247-8297 wom-survivors.org

쉼터

사회복지법인꿈아리
051-816-1366 www.chamwomen.org

‘부산여성의집’

(사)인천여성의전화부설
성매매피해일반지원시설 032-501-8297 www.hotline21.or.kr
강강술래

대구여성회단디이음 053-256-4898 www.himne.org

광주여성의전화부설‘한올지기’ 062-363-0442~3 www.gjhotline.org

구세군정다운집 042-585-1141 www.proyouth.or.kr

씨 레 052-249-8297 www.ywca8297.kr

평택새움터부설쉼터 031-663-4656

(사)경원사회복지회부설
010-8934-3667 www.happywithus.org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희망터’

봄뜰 031-765-3348

쉼터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지역 쉼터 전화번호 홈페이지

여신 041-852-1171 www.y-sin.or.kr

(사)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063-283-8297 www.yonggamhan.org

부설쉼터‘민들레’

경북피해여성지원시설‘누리봄’ 054-273-8297 blog.daum.net/nuribom8297

해바라기쉼자리 055-252-7666 www.sunflowerhouse.net

불턱 064-723-5004 www.jwr.or.kr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지역 자활지원센터 위치 전화번호 홈페이지

여성자활센터W-ing 등포구신길동 02-843-3872 www.w-ing.or.kr

자활지원센터‘숲’ 중구보수동 051-256-8297

인천여성의전화부설 인천광역시 032-518-8297
www.hotline21.or.kr

여성자활지원센터 부평구 032-519-8297

(사)대전여민회부설
대전여성자활지원센터 중구중촌동 042-254-3532 www.tjwomen.or.kr
너른마당

새움터 경기도평택
031-867-4655 http://cafe.daum.net/
031-854-4655 saewoomi

(사)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완산구경원동 063-232-4248 www.yonggamhan.org

부설자활지원센터

자활지원센터

서울

부산

인천

대전

경기

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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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참고싸이트

여성성공센터 www.w-ing.or.kr

노동부워트넷 www.work.go.kr

여성인력개발센터 www.vocation.or.kr

고령자취업알선센터 www.noinjob.co.kr

장애인고용촉진공단 www.kepad.or.kr

실업극복시민운동본부 www.bchope.or.kr 

사회연대은행 www.bss.or.kr

신나는조합 www.joyfulunion.or.kr

아름다운가게 www.beautifulstore.org

근로복지공단 www.kcomwel.or.kr

한국여성경제인협회 www.womanbiz.or.kr

SH 공사 www.shville.co.kr

대한주택공사 http://kookmin.jugong.co.kr

아이돌보미지원사업 www.idolbom.or.kr

노인장기요양보험 www.longtermcare.or.kr

서민들의민생지킴이 www.minsaeng.org

법무부 www.moj.go.kr

금융감독원 www.fss.or.kr

가정법률상담소 www.lawhome.or.kr

여성폭력피해자긴급지원센터 www.117.go.kr

한국성폭력상담소 www.sisters.or.kr

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