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을 당했다면:
1. 최대한 빨리 안전한 곳으로 피신할 것.
2. 신체에 남은 모든 증거를 보존할 것. 목
욕, 샤워, 질 세정, 배변, 탈의 등을 가급적
삼갈 것 .
3. 경찰에 연락할 것.
4. 가급적 빨리 의료 지원을 받을 것.
5. 안전한 상황이 될 때까지 함께 있을 수
있는 가까운 친지나 성폭력 상담가에게
연락할 것. 의사나 경찰과 면담 시, 친지
나 성폭력 상담가와 동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임.
● 24시간 성폭력 상담전화 (무료)

1-(877)-234-5050

성폭력 피해자와 상담 시 유의사항
성폭력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다면 피
해자를 판단 또는 통제하려 하면 안 된다. 귀
담아 들어주고, 피해자가 원하는 것과 필요에
대한 도움을 얻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부터 해야 할 일들과 필요한 정보들을
피해자에게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
나, 당신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피해자에게
다음의 사항들을 알게 하는 것이다.
1.
2.
3.
4.

“당신이 살아있어서 다행이다.”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의료 지원을 받았는지?”

알아두어야 할 전화번호
의료기관
Mount Nittany Medical Center
814-234-6110
Philipsburg Area Hospital
814-342-7112
Emergency Transportation
911

성 폭력

University Health Services
814-865-6556

감정적/심리적 지원
Centre County
Women’s Resource Center
24 HOUR HOTLINE
814-234-5050 State College
1-877-234-5050 Toll-Free
814-234-5222 Information
Center for Women Students
814-863-2027

경찰 및 법률 정보
Police Emergency
911
MidPenn Legal Services
814-238-4958
Centre County District Attorney
814-355-6735

24 시간 상담전화
(814) 234-5050
무료 상담 1-877-234-5050
안전함 – 전문성 – 비밀 보장 – 무료

Member Agency Centre County United Way

연인 혹은 친지에 의한 강간
성폭력에 대한 사실들

Centre County
Women’s Resource Center
(여성지원센터) 의
성폭력 관련 업무

성폭력이란 성(性)이 무기로 사용된 폭력범
죄를 말한다. 이는 타인에 대한 무력 행사와
지배욕에서 비롯된다. 성폭력 피해자 중 상
당수가 신체적 상해 또는 죽음을 당하거나
그러한 위협을 당한다.
¨ 강간은 미국에서 가장 보고율 낮은 범죄

중의 하나이다. 전체 강간사건 중 대략
10% 정도만이 보고되는 것으로 추정된
다.
¨ 여성 중 25%, 남성 중 10% 가량이 일생

24 시간 상담전화 - 자격을 갖춘 상담자원
봉사자와 법률 대변인으로부터 상담과 법
률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담: 강간, 성폭행, 성희롱, 아동 성폭
행 등 모든 성폭력 관련 피해자들에
대하여 직원 개별상담. 배우자, 연인,
가족, 친지와 상담도 가능.

¨

지원 그룹: 성폭행의 여성 피해자들에
게 그들의 경험과 우려사항을 나눌 수
있는 안전한 만남의 장소 제공. 다른
여성들과의 연계를 통한 자력갱생을
주목적으로 함.

에 한번 이상 성폭력을 경험한다.
¨ 성폭력 가해자의 85%는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들이다.
¨ 성폭력의 피해는 당사자 뿐 아니라 그 배

우자, 자녀들, 가족과 친지들에게도 미친
다. 성폭력의 위협은 두려움과 불안을 유
발한다.

강간은 범죄입니다!
강간이란 피해자의 동의 없이 무력이나 위협
에 의해 발생하는 성행위이다. 여기서 성행
위란 성기, 항문, 구강성교를 모두 포함한다.
펜실베니아 법은 강간을 일급범죄로 다루고
있다. 강제적 음란행위, 특정신체부위에 대한
일방적 접촉 등은 경범죄에 속한다. 이러한
범죄들은 2년에서 20년형, 벌금, 손해배상에
처해질 수 있다. 강간은 5년 이하의 징역, 강
제적 음란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
록 규정되어 있다.

¨

법률 상담 / 보호자: 의료 처치, 법률 서
비스, 소송 진행 관련 지원 가능.

¨

아동 보호: 성폭력 피해자를 위하여 그
자녀 등의 아동에 대한 동행 서비스,
법률 상담, 상담 제공.

¨

지역사회 교육: 해당 지역사회의 성폭
력 실태와 방지법에 대한 오해와 진실
에 대하여 홍보.

연인 혹은 친지에 의해 당신이 원치 않는 성적
행위를 당했다면 그것은 강간이다. 원치 않는
성적 접촉, 삽입, 강제적으로 혹은 속임수를 써
서 피해자로 하여금 가해자의 신체를 만지도록
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연인에 의한 강간
은 성적 행위와 연관되어 있는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권력과 통제의 수단으로 사용된다. 친지,
연인, 친구, 배우자, 이웃, 직장동료 등이 가해자
가 될 수 있다.

데이트 강간 (연인에 의한 강간)에 사용되는
약물들
데이트 강간에 사용되는 주된 약물로 알코올이
오랫동안 지목되어 왔지만 최근 대중매체들은
다음 세 종류의 진정제들에 대해 많이 다루고
있다. gamma hydroxybutyrate (GHB, “Liquid X”),
flunitrazepam (Rohypnol, “Roofies”), and ketimine
(“Special K”, “Special Coke”).

성폭행에 약물이 사용된 사례의 증상들
· 섭취한 알코올의 양에 비해 지나치게 취한

다.
· 갑자기 이유 없이 졸음이 쏟아지고 운전에
어려움을 겪는다.
· 판단력 저하, 통제력 상실, 현기증, 의식 혼
미. 알코올, 수면제, 신경안정제 등을 약물
(처방전에 의한 약이라 할 지라도)과 함께
복용할 경우 극히 위험하며 경우에 따라서
는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

약물이 개입된 강간의 위험을 낮추려면
Ÿ 당신의 음료수(알코올 성분이 포함된 것이든
아니든)에 타인이 손대지 않도록 주의할 것. Ÿ
술집이나 나이트클럽에서 종업원 이외의 사람
이 주는 음료는 마시지 말 것. Ÿ 파티 참석 시 이
미 개봉되어 있는 음료는 마시지 말 것. Ÿ 친구
들의 행동을 눈여겨 볼 것. Ÿ 일반음료 혹은 소
량의 알코올을 마신 후 이상한 행동을 보이면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음.
여타 성폭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즉각적 의료처치를 받을 것을 권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