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 전  계 획 
 
당신이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다면 이제 
당신 자신과 당신을 의존하고 있는 사람
들의 안전을 위하여 방어대책을 생각해
야 할 시간입니다.  
 
1.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여분의 열쇠들, 의

복들, 중요한 서류들, 처방전, 얼마간의 돈
을 맡겨둘 것.  

2. 신체적 학대의 증거를 보존할 것. (멍자국
과 상해의 사진, 찢어진 옷 등)   

3. 피신하기에 안전한 시간을 계획할 것.  

4. 도움을 받기 위해 찾아갈 만한 곳을 알아
둘 것.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당신의 상황
을 알릴 것. 친구, 친척, 경찰, 가정폭력 관
련기관 등의 연락처를 알아놓을 것.  

5. 위험에 처하거나 도움이 필요할 경우 경
찰에 연락할 것.  

6. 부상을 당했다면 병원 응급실이나 의사
를 찾아가 상황을 설명할 것. 당신의 방문
에 대한 기록작성을 요청할 것.  

7. 당신의 자녀를 위한 계획을 마련할 것. 자
녀들이 갈 만한 안전한 장소를 물색해 두
고, 유사시 도움요청 방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당신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자녀들에게 반
드시 가르칠 것.  

8. Centre County Women’s Resource Center 의 
24시간 상담전화를 통해 당신이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위급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음.  

 
명심! - 가해자로부터 도망치는 것에는  
상당한 위험이 따른다. 당신의 안전계획
을 충분히 검토하여 가장 안전하게 피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함.  

Centre County  
Women’s Resource Center 의  

지원 업무  
 
 

24 시간 상담전화: 상담, 정보 제공, 타 관련기

관과의 연계, 동행, 법률 상담, 법적 보호 및 

의료처치 등의 지원에 대한 상담을 24시간 

제공. 상담 내용에 대한 비밀 보장.  

무료 상담 1-877-234-5050   

보호소: 피해여성과 자녀들을 위한 안전한 피

신처 제공.  

상담: 대안 모색, 생필품 제공, 각자의 목표를 

위한 직업활동 지원.  

지원 그룹: 피해자들이 서로간에 경험을 나누

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안전한 장소 제공.  
피해여성들의 만남 시간에 그 자녀들을 위한 

지원 그룹도 함께 제공.  

법률 상담: 법적 대안과 권리 모색에 대한 지

원. 학대로부터의 지원 프로그램 (Protection 
From Abuse) 신청과 법정 동행에 대한 지원.  

외곽 지역에 대한 서비스 제공: 외곽 지역 거

주자들에게 법률 상담 / 일반 상담 제공 및 
Centre County Women’s Resource Center 의 제

반 서비스를 받고 관련 약속들을 지킬 수 있

도록 교통편의 제공.   

 

Member Agency Centre County United Way 

 

   가정 폭력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Centre County  

Women’s Resource Center 
140 West Nittany Avenue 
State College, PA 16801 

(814) 234-5222 
Bellefonte: (814) 355-6477 

 
 

24 시간 상담전화 
(814) 234-5050 

무료 상담 1-877-234-5050 
 
 

안전함 – 전문성 – 비밀 보장 – 무료 



가정 폭력 실태  
 
¨ 상습적 폭력은 통제 유형들 중의 하나로

서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등을 포함한다.  

¨ 상습적 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늘 일

정한 것은 아니지만 여성이 피해자, 남성

이 가해자인 경우가 일반적이다.  

¨ 가정 폭력은 동성애자들 간에서도 발생

할 수 있다.  

¨ 가정 폭력은 여성 상해의 최대원인이다. 
교통사고, 강간, 강도 사건으로 인한 상

해를 합산한 것보다도 발생건수가 많다.  

¨ 미국에서 매년 약 400만명의 여성들이 

배우자에 의해 학대를 당한다.  

¨ 미국의 노숙인 여성과 아동의 절반은 가

정 폭력을 피해 집을 나온 경우이다.  

¨ 매년 4,000명의 미국 여성이 상습폭력의 

가해자들에 의해 목숨을 잃는다.  

¨ 여성들이 학대자로부터 벗어나지 못하

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경제적 의

존, 위협, 불충분한 지원체계, 수치심, 자
존감 상실, 가족에 대한 책임감, 사랑 등

이다.  

강압과 통제의 굴레 가정 폭력은 위법입니다! 
 
형사 소송: 폭행, 강간, 괴롭힘, 스토킹 등을 

당한 경우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 소송을 청

구할 권리가 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배우자

인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  
 
학대로부터의 보호 제도 (Protection From 
Abuse Orders / PFAs): PFAs는 과거 및 현재

의 배우자나 가족들로부터 위협이나 신체적 

학대를 당한 피해자들을 보호하고자 존재하

는 민간 폭력방지 제도이다. PFA 신청은 형사 

소송 청구와는 별개이다.  
 
PFAs는 일반적으로 신청자(피해자)에 대한 

학대금지나 접근금지를 가해자에게 직접적

으로 요구하지는 않는다. PFA 제도는 다음의 

사항 중 일부 혹은 전부를 포함한다.   
¨ 가해자로 하여금 가족들이 머무는 집에

서 나가도록 함.  
¨ 신청자가 일정기간 동안 자녀들을 보호

하도록 함.  
¨ 신청자 및 미성년 자녀들을 위한 경제적 

지원.  
¨ 학대나 위협에 사용된 무기들을 폐기할 

것을 가해자에게 요구함.  
¨ 학대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신청자에게 

지불할 것을 가해자에게 요구함.  
 
PFA 위반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100달

러 이상 1,000달러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PFA 신청은 무료이며  

유효기간은 18개월입니다.  

이 굴레는 상습폭력자들이 피해자 통제에 사

용하는 전형적 행동특성들을 보여준다. 피해

자를 통제/지배함에 있어 각각의 행동특성들

이 어떠한 역할을 하며 어떻게 상호연관 되

는지 위의 굴레모형을 통하여 한눈에 볼 수 

있다.   
 
 
 
*Developed by Domestic Abuse Intervention Project,  

Duluth, Minneso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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