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의 손길
데 이 트 /가 정 폭 력 에 관한
자료 • 정보 • 안전

도움의 손길
안녕하세요,
다음의 두 가지 이유로 이 책자의 “도움의 손길”이라고
이름짓게 되었습니다.
•

첫째, 저희는 여러분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습니다. 배우
자 혹은 연인의 폭력으로 인한 피해자, 생존자, 혹은 이
들의 친구, 가족, 동료, 또는 피의자인 분들께, 도움을 드
리고 싶습니다.

•

둘째, 여러분께서 도움과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움
의 손길을 뻗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데이트/가정 폭력
피해자들은 외롭고, 무섭고, 두려우며, 혼란스럽고, 분노
와 절망적인 감정에 휩싸일 수있습니다. 시간과 상관없
이 비밀상담, 무료 보호소, 저비용 혹은 무료 법률 지원
이 필요하시거나, 폭력 가해자 신고를 위한 핫라인이 필
요하신 경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
책자는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있습니다.

오늘, 내일, 일년 뒤 이 정보를 사용하시거나, 사용하지 않으실
경우에도, 여러분을 위한 도움의 손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Eve Sheedy
EXECUTIVE DIRECTOR
LOS ANGELES COUNTY DOMESTIC VIOLENCE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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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 요청 방법
누군가 위험에 처해 있다면,

911 로 전화하세요
핫라인으로 연락해야 하나요?
핫라인은 연중무휴이며, 항상 비밀 보장됩니다.
•

당사자는 전화를 걸어 상담사와 이야기하고,이용가
능한 옵션과, 지원 서비스 소개를 받을수있습니다.

•

친구, 가족, 동료들 또한 데이트/가정 폭력을 겪고있
는 당사자를 대신하여 지원 서비스 소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기관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를 수 있으며*, 다음
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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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 명령, 이민 체류 문제를 포함한 법률 서비스

•

데이트/가정 폭력 피해자와 자녀들을 위한 임시 긴급
비밀 보호소

•

필요시 보호소까지의 교통편 제공

•

상담

•

의료, 재무, 양육, 고용 서비스 소개

•

자녀들을 위한 프로그램

•

애완동물을 위한 임시 보호소 또는 애완동물 보호 장
소 소개

•

약물 남용 치료 서비스 소개
* 대부분의 서비스는 무료입니다

핫라인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가정 폭력 핫라인
(800) 978-3600

이 핫라인은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안전한
기관으로 연결해줍니다. 이 핫라인은 연중무휴이며
서비스 기관에 비밀보장 소개를 해줍니다.

미국 가정 폭력 핫라인
(800) 799-SAFE (7233)
(800) 787-3224 (TTY)
https://www.thehotline.org/

가정 폭력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 가족, 피의자는 이
핫라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핫라인은 지역 내
기관로 연결해줍니다. 연중무휴 이용 가능하며, 비밀
보장됩니다.
Love Is Respect (24/7)
(866) 331-9474
(866) 331-8453 (TTY)

https://www.loveisrespect.org/ 또는 22522 로
LOVEIS 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요금제에 따라
문자 전송료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청년들의 데이트 폭력 방지를 위한 교육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핫라인은 연중무휴 이용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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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공 서비스
211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정보 콜센터 (24/7)
2-1-1 로 전화
https://www.211la.org/
211 LA 는 LA 카운티의 대표적인 건강 및 복지
서비스 정보 및 소개 센터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노인 학대 핫라인 (24/7)
(877) 477-3646 (877-4-R-SENIORS)
http://da.lacounty.gov/seniors
노인 학대를 목격하거나 학대의 위험이 있는 경우
또는 노인 학대 핫라인으로 전화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서비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지구 변호사
사무실
(800) 380-3811
http://da.lacounty.gov/victims
위기 개입, 비상 지원, 상담 연계, 법원 동행 및 예비 교육,
재정착 지원, 사건 상황 안내 등을 포함하여 범죄의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피해자 정보 및 알림 서비스 (VINE)
(877) 411-5588
(866) 847-1298 (TTY)
https://www.vinelink.com/
피의자 또는 아는 사람이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수용소에 수감된 경우, VINE 에 가입하면 해당 사람이 출소
또는 다른 수용소로 옮겨간 경우, 알림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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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 at Home
(877) 322-5227
(916) 651-1304 (TTY/TDD)
https://www.sos.ca.gov/registries/safe-home/
가정폭력, 스토킹, 성폭력 및 인신 매매 피해자의 거주지
주소가 노출되지 않도록 대안 우편 주소를 제공합니다.
캘리포니아 피해자 보상 및 정부 피해 보상 요청 위원회
(800) 777-9229
(800) 735-2929 (TTY)
https://victims.ca.gov
폭력으로 인해 부상당한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제공합니다. 폭력 피해로 인한 소득 손실, 이주, 정신 건강
서비스, 폭력으로 얻은 장애로 인한 집 또는 차량 개조 등에
대한 보상이 포함됩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디스트릭트 변호사 사무실
(213) 974-3512
http://da.lacounty.gov/
가정 폭력 범죄를 포함한 특정 도시 및 지역 내
경범죄를 모두 기소합니다.
로스앤젤레스 시티 변호사 사무실
(213) 978-8100 (대표 번호, 지점 사무실 연락을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213) 202-5400 (가정 폭력 담당)
https://www.lacityattorney.org/constitutional-news
가정 폭력 범죄를 포함하여 로스앤젤레스시의 모든
경범죄를 기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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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폭력이란 무엇인가?
가정 폭력은 자신의 파트너 보다 더 많은 힘과 통제를 하기 위해
폭력과 학대를 가하는 것입니다. 가정 폭력은 격분 또는 통제 불
가한 분노와 혼동되기도 합니다. 가정 폭력은 힘과 통제를 얻기
위해 가해지는 반복적인 행동 패턴입니다
행동

예시

협박과 위협 • 파트너, 자녀, 가족 구성원 및/또는 애완동물
학대에 대한 위협
• 신체 크기 및 힘 또는 무기를 이용하여 위협
• 파트너를 위협하고 겁주기 위한 위협적인운
전
• 파트너 또는 자녀를 추방시키도록 이민국에
전화한다고 협박을 하는 행위
학대

• 사람들 앞 또는 소셜 미디어에서 파트너에게
망신을 주거나 협박하는 행위
• 파트너의 위치 및 연락망 모니터링 및 감시
• 연락 금지 요청 후에도 계속 연락을 하는행
위
• 파트너의 친구, 가족, 또는 직장에 원치 않는
연락을 취하는 행위

재정적 통제 • 일을 거부하거나 재정적 지원을 중단
• 공유 수입, 자원, 또는 자산에 대한 접근을
제한 또는 거부
• 파트너의 일 또는 교육을 방해
• 파트너의 신용 점수에 피해를 끼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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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표는
모든
쳐해

및 학대 행위는 다양한 형태를 띄고 있으며, 아래의
다양한 유형의 가정 폭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명시된
유형의 학대가 범죄는 아니나, 본인 또는 지인이 위험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911 로 전화 하십시오.
예시

행동

재산 피해

• 가구, 개인 물품, 자동차를 훼손하는 경우
• 벽/문을 부수거나 발로 차 구멍을 생기게 하
는 경우
• 장애 또는 건강이 안 좋은 파트너의 의료보
조 기구/의약품을 훼손하거나 숨기는 행위

성폭력

• 강간 또는 원치않는 성적 행위 강요
• 원치않는 임신 강요 (피임 방해, 피임없이 성
관계 요구)

신체 폭력

• 몸 또는 얼굴 때리기, 밀치기, 또는 발로 차는
행위
• 목을 조르는 행위
• 파트너에게 과도한 약물을 주사 또는 필요한
약물을 주지 않는 경우
• 장애 또는 건강에 문제가 있는 파트너에게
필요한 편의 제공을 막는 행위

고립

• 파트너의 친구 및 친지들과의 만남을 중지시
키는 행위
• 친구 및 가족들로부터 멀리 이사

언어 학대

• 지속적인 비판 및 모욕적 언행
• 욕설, 소리 지르기
• 가스라이팅 (타인의 심리를 교묘하게 조작해
판단력을 잃게 만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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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정 폭력
피해자들은 이
폭력이 자신에게만
일어나는 일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별,
인종, 나이, 성적
취향, 수입, 외모에
상관없이 가정
폭력은 어디에서든
일어납니다.

가정 폭력
미국인의 3 분의 1 은 평생 동안 성폭력*,
신체 폭력 및/또는 스토킹을 경험하며 1,

여성 4 명 중 1 명

남성 10 명 중 1 명은

가정 폭력을 경험합니다
가정 폭력의 징후는 두려움, 안전에 대한 우려, 의료적
치료 필요, 법률 집행 관련 도움, 결근 또는 결석,
거주지 또는 피해자 보호 서비스 필요를 포함합니다.

54 %
모든 가정 폭력
피해자들은 도움과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트렌스젠더의
가정폭력을경험합니다

26%

44%

게이와레즈비언은 평생동안
파트너로부터 신체 폭력, 강간
및/또는 스토킹을 당합니다. 1
*성폭력은 강간, 타인과의 성관계 요구,
강제적 성관계,및/또는 원치않는 성적
접촉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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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BTQI+ 관계 내에서의 학대

이전 페이지에서 언급된 학대 유형과
더불어, LGBTQI+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렌스젠더, 퀴어, 간성애자,
무성애자, 규정 불가) 관계의 가해자는
부가적인 학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

“아웃팅”, 즉, 파트너의 가족, 회사등
사람들에게 파트너의 성적 기호를커
밍“아웃”을 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
파트너의 성별 및/또는 성적 기호로
인해 학대 받아 “마땅하다”고 말하
는 행위
법률 집행 기관의 대응이 있는 경우
학대가 “상호적”인 것 또는 동의하
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경우

기타 정보는 다음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https://www.thehotline.org/
is-this-abuse/lgbt-ab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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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조치
학대를 가하는 파트너와 함께 살고 있다면, 파트너를 떠나는
것과 관계 없이 안전을 위하여 대책 기관에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의 방법들은 자신과 자녀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친구들과 가족들의 전화 번호를
외우세요 (또는 휴대폰에 번호를
저장해두세요). 응급 상황 발생시
전화할 번호를 저장해두세요.
자녀가 전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면, 언
제 어떻게 911에 전화를 걸어야 하는지
와 중요한 번호를 알려주세요.

친구들과 계속해서 연락하고 이웃들과
친해지세요. 가족 폭력 피의자들은 파
트너의 친구, 이웃, 가족과 연락을 제한
합니다. 혼자 있고 싶을지라도, 사람들과
의 교류를 이어나가세요.

자신 명의로 된 은행 계좌를 여세요, 급
한 상황에 쓸 수 있는 여윳돈을 만들어
놓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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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을 가하는 사람이 찾지못하는 곳
에 이 책자를 보관하세요. 필요시, 열
어볼 수 있는 곳에 두세요.
도움이 필요할 때 친구 및 가족들 에게
알릴 수 있는 비밀 코드를 만드세요.
긴급 상황 발생시 자신과 자녀들의 안정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대비책을 만들어 놓으세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가정 폭력 핫라인
(800) 978-3600 으로 전화하여 가정 폭력 대책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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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하세요

다음의 목록은 집을 떠나기로 한 경우, 안전을 위해 필요한
정보 및 물건 목록입니다. 모든 정보를 안전한 곳에
보관하세요. 이 정보/문서의 사본을 USB 등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보관하세요.
중요 정보: 가정 폭력 대책 기관들은 가해자와의 관계 유지
여부에 상관없이 안전 대책 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 책자의 3 페이지에 나와있는 기관 연락처로
연락하세요.
1. 중요 전화번호:
•

경찰서: 911 및 지역 경찰서

•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가정 폭력 핫라인:
(800) 978-3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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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알고 있는 경우)

2. 친구 및 가족들의 연락처 정보
3. 서둘러 집을 떠나야 할 경우 갈 수 있는 장소들의
전화번호 및 주소
4. 안전한 보관을 위해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아래 사항의
사본을 맡기세요 (일부만해당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많이 보관하세요):
운전면허증/신분증
출생신고서
소셜 시큐리티 카드
자녀들의 학교 정보
건강 보험/Medi-Cal 카드
생명 보험 약관
은행 계좌 정보
퍼블릭 베네핏 아이덴티피케이션
(WIC, SNAP, SSI, GR, etc.)
이혼 증명서/양육권 관련 서류
여권/ 영주권/ 노동 허가권/비자
자녀들의 여권 또는 영주권
부동산 관련 임대, 렌탈 동의서, 또는 집문서
자동차 등록증/보험
법적 효력이 있는 접근 금지 명령
5. 다음의 물건을 안전한 곳에 보관하거나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세요:
여분 자동차 키
여분의 돈과 약
자신과 자녀들의 여벌의 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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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폭력이 가족에 미치는 영향
가정 폭력의 위험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포함한 모든 가족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가정 폭력을 목격
하는것 만으로도 자녀들은 장기적이고 부정적인 사회적, 신
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됩니다. 가정 폭력에 노출된 자녀
들은 다음의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1. 신체 건강 문제 – 당뇨병, 비만, 심장병 등의 만성 질환
2. 정신 건강 문제 – 불안증, 우울증, 알코올, 및 마약 복용
3. 사회성 문제 – 친구 만들기 어려움, 가족 및친구들과의
불화, 친구들 괴롭히기, 폭력 경험 및/또는 폭력적인 성
향,자신의 연인에게 폭력적인 성향 보이기, 범죄에 노
출
가정 폭력을 경험하고 있는 부모는 자녀들을 보호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페이지에 나와있는
핫라인으로 연락하여 도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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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 프로그램

폭력적 성향은 특정 성 정체성, 인종, 나이, 성적 취향, 소득
또는 외모와 관련이 없습니다.
가정 폭력과 같이 힘과 통제를 이용한 학대와 폭력은 학습
된 행동 (유년시절에 경험한)이며 비폭력 대처 스킬과 치료
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파트너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위협
을 가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가해자 중재 프로그램
(BIPs)라는 프로그램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로스앤
젤레스 카운티 보호 관찰 부서는 카운티 내 BIP 프로그램을
관리합니다.
https://probation.lacounty.gov/ 또는 (866) 931-2222 로
보호 관찰 부서에 연락하세요. 가정 폭력 가해자는 (폭력
가해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정 폭력
핫라인 (800) 799-SAFE 로 도움을 요청하세요.
폭력을 가하는 10 대 (폭력 가해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Love is Respect at (866) 331-9474
로 연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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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및 알코올 남용
알코올과 마약 사용, 가정 폭력의 관계는 복잡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약물 사용 또는 남용과 가정 폭력을
동시에 경험합니다.3
약물 사용 장애로도 불리는 약물 및 알코올 남용은 뇌
기능에 영향을 미치고 위험하고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약물 사용 장애는 가정 폭력으로
인한 두려움과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감각”을 없애기 위해
사용됩니다. 약물 및 알코올은 또한 파트너에게 힘과 통제를
휘두르기 위한 수단으로도 사용됩니다. 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강압적인 약물/알코올의 사용

•

약물 사용을 줄이고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방해

•

치료 방해

•

피해자의 약물/알코올 의존 증세를 키움

•

피해자의 약물 사용을 법률 집행기관 또는 아동 보호
기관에 알리겠다 협박

폭력과 약물 및 알코올 남용으로 인한 가정 폭력의 경우,
반드시 이 두 문제 모두를 해결해야 합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보건, 약물 남용 보호 및 관리
담당부서
무료 약물 남용 치료 및 회복 서비스는 로스앤젤레스
Medi-Cal, My Health LA 및 타 카운티 지원 프로그램에
가입 되었거나, 가입이 가능한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거주
청소년 및 성인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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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남용 치료 서비스는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외래 환자 치료 – 저강도 커뮤니티 기반 치료 서비스

•

고강도 외래 환자 치료 – 고강도 커뮤니티 기반 치료
서비스

•

중독 치료를 위한 약물 치료 – 행동 치료가 동반된
FDA 승인 약물 치료

•

금단 증세 관리 – 디톡스 치료

•

거주 치료 –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에서 단기간
거주

•

회복 지원 서비스 – 회복 지원을 위해 치료 완료 후
제공되는 서비스

•

치료 연계 거주 지원 – 치료와 함께 임시 거주지 제공

(844) 804-7500, 약물 남용 서비스 지원 (SASH) 에 연중무휴
무료로 연락하여 치료 옵션과 서비스 상세 정보를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apccis.ph.lacounty.gov/sbat/ 에서 온라인
디렉토리에서 약물 남용 치료 서비스 제공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 또는 알코올, 약물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는 사람을
알고 있는 경우, 치료가 효과적이며,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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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
다음의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권리와 서비스가 귀하의 상황에 적용될 경우, 변호사와 그
방법과 시기를 의논하십시오. 가정 폭력 대책 기관은 법률적
도움을 주거나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기
관을 안내해줄 것입니다.
이민 및 체류
가정 폭력을 겪고 있는 불법 체류자는 또 다른 학대 문제와
더불어, 도움을 요청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다음의 서비스들은 가정 폭력을 겪고 있는 캘리포니아 거주
불법 체류자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경찰 지원

•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

•

자녀 양육권 보호 및 자녀 양육비 지원

•

보호소 및 기타 가정 폭력 프로그램의 서비스

•

응급 의료 서비스

•

미국 시민 자녀들은 공공 혜택 이용 가능

•

피의자를 법률적으로 기소 가능
가정 폭력과 관련한 기타 법률

다음의 사항에 해당되는지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가정 폭력 대책 기관은 법률적 도움을 주거나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을 안내해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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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법
캘리포니아 주거법은 가정 폭력, 성폭력, 스토킹, 노인 학대,
인신매매가 있을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 (또는 임차인의
가족)의 임대 기간 보다 빠른 시일 내에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Cal.Civ.Code § 1946.7(a)) (관련 문서 및 요건
적용.)
경찰의 사건 보고서 무료 사본제공
California Family Code 6228 -주 및 지방 법률 집행 기관은
요청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모든 사건 보고서의 사본
한 부를 피해자 또는 (지정된) 대리인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접근 금지 명령 및 기타 법률 사항
캘리포니아는 다양한 종류의 금지 및 보호 명령이 있습니다.
일부 명령은 경찰을 통해 집행 가능하며, 일부 명령은 대법
원의 판결이 있어야 합니다.
접근 금지 및 보호 명령은 법원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특정인이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규정합니다. 누군가가
얼마만큼 연락을 할 수 있는지, 퇴거 명령, 자녀 양육권 및
방문 명령, 재산이나 애완 동물에 관한 명령이 이에 포함됩
니다. 또한, 개인의 총기 소유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명령이 귀하와 관련있는지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가정 폭력 대책 기관은 법률적 도움을 주거나 무료 또는 저
비용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을 안내해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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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폭력 상세 정보
가정 폭력 종결을 위한 캘리포니아 파트너십
(916) 444-7163
www.cpedv.org

가정 폭력 대책 국내 연합
(303) 839-1852
www.ncadv.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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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gender Survey. Washington, DC: National Center for
Transgender 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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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Kaewken, O. (2015). An applied research paper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imate partner violence and substance
use. Chicago, IL: National Center on Domestic Violence,
Trauma & Mental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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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과 지원을 위한 도움의 손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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