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폭력이란가정폭력이란가정폭력이란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이란 부부 사이, 연인 사이, 동성 파트너, 

심지어는 부모와 자식 사이처럼 매우 가까운가까운가까운가까운 관계의관계의관계의관계의 

사람들사람들사람들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학대를 뜻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학대학대학대학대 가해자가해자가해자가해자”가가가가 위협을위협을위협을위협을 가하고가하고가하고가하고 공포를공포를공포를공포를 

심어주는심어주는심어주는심어주는 방식으로방식으로방식으로방식으로 상대의상대의상대의상대의 의지와의지와의지와의지와 행동을행동을행동을행동을 조절하려조절하려조절하려조절하려 할할할할 때때때때 

우리는 가정폭력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가정폭력의가정폭력의가정폭력의가정폭력의 종류종류종류종류 
 

가정폭력에는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는데 대략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습니다. 

 

폭행폭행폭행폭행 

뺨을 때린다든지, 발로 걷어차거나, 몸을 잡고 마구 

흔들거나, 꼬집거나, 머리를 잡아당기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침을 뱉거나, 화상을 입히는 등등 피해자의 

몸에 직접적인 해를 끼치는 행위가 이 범주에 속합니다. 

 

언어폭력언어폭력언어폭력언어폭력 

예를 들자면 뚱보, 멍청이, 못난이, 창녀 등등 수치감을 

유발하거나 피해자가 스스로 자기 비하에 빠지게끔 

유도하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언어폭력에 속한다 할 수 

있습니다.  

 

정서적정서적정서적정서적 학대학대학대학대/위협위협위협위협 

가정 폭력의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고 

피해자 스스로 무기력증에 빠지게 하는 방식으로 상대의 

의지와 행동을 조절하려 듭니다.  다음과 같은 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재물파손재물파손재물파손재물파손: 상대의 개인 재산을 숨기거나 파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협박협박협박협박: 가해자가 상대나 상대의 친인척, 친구, 회사 동료, 

혹은 애완동물을 살해하거나 해를 끼치겠다고 위협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들은 가끔 협박을 진지하게 

보이기 위해 총이나 칼등 무기를 피해자에게 직접 

보이기도 하고 저지를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까지 

합니다.  

 

스토킹스토킹스토킹스토킹: 상대를 동의 없이 지속적으로 미행을 하거나, 

하루에도 수십 통씩 전화를 걸어 음성 메시지를 

남기고 심지어는 위협적인 전화 메시지를 남기는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원하지 않는데 편지나 

이메일 또는 선물을 계속 보내는 것도 스토킹의 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강제적강제적강제적강제적 고립고립고립고립 

가정폭력의 가해자는 상대의 외출 횟수를 제한하고 

심지어는 피해자를 집안에 강제적으로 고립시켜 그들이 

가족 및 친구들과 만날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까지 합니다.  이들은 집안을 나설 때는 자신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규칙을 정하기도 하며 상대가 

직장이나 학교 가는 것까지 금지하기도 합니다.   

 
금전을금전을금전을금전을 이용한이용한이용한이용한 학대학대학대학대 

학대 당사자는 은행 계좌, 크레딧 카드, 그리고 현금 카드 

등 재정에 관한 모든 권한을 쥐고서 그것을 이용하여 

상대에게 학대를 가하기도 합니다. 자신에 대한 재정적 

의존도를 최대화 하기 위해 상대의 근로 권리마저 

박탈해 버립니다. 혹은 상대가 일을 해 돈을 벌게끔 

허락은 하지만 벌어오는 돈을 자신이 모두 강제적으로 

관리하기도 합니다.  

 
방관방관방관방관 

피해자에게 음식, 의류, 그리고 병원 치료 등을 

제공하기를 거부함과 동시에 재정을 독점하여 상대로 

하여금 철저히 자신에게 종속되게 만드는 경우를 

말합니다.  

 

성적성적성적성적 학대학대학대학대 

폭력이나 위협을 통해 강압적인 성관계를 한다든지, 

원치 않는 성교 자세를 요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상대가 배우자이거나 연인이라는 여부에 관계없이 

법적으로 강간에 해당되는 불법행위입니다.  

 

체류신분을체류신분을체류신분을체류신분을 이용한이용한이용한이용한 협박협박협박협박 

상대의 체류신분을 미끼로 자신에 복종하지 않으면 

이민국에 신고해서 추방을 시키겠다고 협박하는 

경우입니다. 이들은 상대가 합법적 체류신분을 

획득하고자 수속하는 절차에 비협조적으로 나오기도 

하며 이미 제출된 이민청원서를 취소하겠다고 협박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추방시켜서 자식들과 

떨어져 살게 만들어 버리겠다고 위협을 가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때때로 이민 수속절차에 대한 거짓말을 

늘어놓거나 이민 관련 정보를 숨기기도 합니다. 

  

자녀를자녀를자녀를자녀를 이용한이용한이용한이용한 가정폭력가정폭력가정폭력가정폭력 

자녀들과 결별시키겠다고 협박하며 복종을 강요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때로는 헤어진 상대에게 자신을 다시 

안 만나주면 자녀들에게 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대 가해자들은 상대가 

실업상태이거나 불법체류 상태라서 그들에게는 법적인 

자녀양육권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가정폭력에가정폭력에가정폭력에가정폭력에 대한대한대한대한 대처방안대처방안대처방안대처방안 

 

무엇보다 명심하셔야 할 점은 결코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정폭력은 절대 당신의 잘못이 

아니며 당신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당신과 당신 

자녀들의 안전입니다. 이 안전을 지켜내기 위한 다음과 

같은 방안들이 있습니다.  

 

경찰에경찰에경찰에경찰에 신고하십시오신고하십시오신고하십시오신고하십시오. 

가정폭력은 범법행위입니다. 만일 당신이 가정폭력으로 

인해 급박한 위험에 처해 있을 경우 즉시 911 에 신고를 

하십시오. 경찰은 가해자를 즉각 체포 하거나, 가해자에 

대해 임시 접근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은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상세한 정보도 

제공할 것입니다.  

당신이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경찰을 불러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경찰을 불렀을 경우 당신의 

체류신분을 밝히지 않아도 됩니다.  

 

안전한안전한안전한안전한 장소를장소를장소를장소를 찾으십시오찾으십시오찾으십시오찾으십시오. 

당신이나 자녀가 가정폭력으로 인해 급박한 위험에 
처했을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친구나 친척에게 
찾아가십시오. 혹은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쉼터에 
임시로 머물러 계실 수도 있습니다. 쉼터에서 머무르시는 
동안 음식, 심리 상담, 그리고 법률 자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심리심리심리심리 상담과상담과상담과상담과 법률법률법률법률 자문자문자문자문 

가정 폭력으로 인해 얻게 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이겨내기 위한 방법으로 당신과 자녀들이 전문가에게서 

정신 상담을 받으실 것을 권장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쉼터는 피해자들을 위한 상담을 

제공합니다. 쉼터에서 제공되는 상담은 쉼터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해당되오니 꼭 

찾아가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바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피해자로서 어떠한 법적 권리가 있는지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병원치료를병원치료를병원치료를병원치료를 받으십시오받으십시오받으십시오받으십시오. 

만일 당신이 가정 폭력으로 인해 상해를 입으셨다면, 

가능한 빨리 의사를 만나거나 응급실을 찾으십시오. 

응급실에서는 당신의 의료보험 유무여부나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당신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만 

당신의 의료 기록과 영수증 복사본을 반드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내가내가내가 가진가진가진가진 법적법적법적법적 권리는권리는권리는권리는? 

 

가족법가족법가족법가족법 

서류미비자라서류미비자라서류미비자라서류미비자라 하더라도하더라도하더라도하더라도 다른다른다른다른 사람들과사람들과사람들과사람들과 동등한동등한동등한동등한 가족법상가족법상가족법상가족법상 

권리를권리를권리를권리를 행사할행사할행사할행사할 수수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있습니다있습니다.  이혼이나 자녀 양육권 

그리고 재정지원 등을 요구하실 권리가 잇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당신이 가진 가족법상  권리” 소책자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민이민이민이민 

가정 폭력의 희생자를 위한 다양한 이민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당신의 이민 옵션” 

이라는 소책자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접근금지접근금지접근금지접근금지 명령명령명령명령 

접근금지명령이란 학대 가해자가 당신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접촉을 할 수 없게끔 규정하는 법적인 

문서를 말합니다. 당신께서는 체류신분과 관계없이 접근 

금지 명령서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명령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형사상형사상형사상형사상 보호명령보호명령보호명령보호명령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경찰에게서 도움을받으면 며칠간 

유효한 긴급보호 명령 (Emergency Protective Order 

(EPO)) 을 즉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학대 가해자에 

대한 형사법적인 고소절차가 진행 중일 경우에는, 시 

검찰 혹은 지방 검찰에게서 도움을받으면 수 년간 

유효한 형사상 보호명령 (Criminal Protective Order 

(CPO)) 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상민사상민사상민사상 접근금지접근금지접근금지접근금지 명령명령명령명령 

긴급 보호명령(EPO)이나 형사상 보호명령(CPO)을 

받지 않았거나, 긴급 보호명령(EPO)의 기간이 곧 만료가 

되는 경우에는 가족법원에 가셔서 임시 접근명령 

(Temporary Restraining Order, TRO)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시 접근명령(TRO)를 받은 경우 에는 몇 주 

후에 다시 가정법원을 찾아가서 좀더 기간이 연장된 

접근금지 명령 (Restraining Order, RO)을 받아야 

합니다. 임시 접근명령(TRO)의 경우는 몇 주 후면 

만료가 되지만 일반 접근명령(RO)의 경우는 몇 개월 

혹은 수 년간의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법정에 가실 때는 

가해자를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들도 당신과 동등하게 법정에 출두할 권리가 있으며 

피해자가 자신에게 신청한 접근금지 명령에 반박할 

권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 중요사항중요사항중요사항중요사항: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민사상민사상민사상민사상 접근금지접근금지접근금지접근금지 

명령신청명령신청명령신청명령신청을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도중에 임시 자녀 

양육권과 재정 지원, 그리고 재산 보호요청 또한 동시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더더더더 자세한자세한자세한자세한 안내가안내가안내가안내가 필요하시면필요하시면필요하시면필요하시면 다음다음다음다음 단체로단체로단체로단체로 

연락연락연락연락 주십시오주십시오주십시오주십시오. 

아태미주법률센터아태미주법률센터아태미주법률센터아태미주법률센터 

(Asian Pacific American Legal 

Center) 

213-977-7500 

213-977-7595 (fax) 

 

재정문제재정문제재정문제재정문제 해결해결해결해결 방법방법방법방법 

      
가정폭력가정폭력가정폭력가정폭력 쉼터쉼터쉼터쉼터(domestic violence shelters) 

쉼터는 임시 주거와, 음식, 그리고 그 외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피해자들이 경제적 독립을 얻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지원자격이 되는 분들은 정부 혜택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방정부연방정부연방정부연방정부 보조보조보조보조 

미국 시민권자 그리고 특정 이민자들은 웰페어나 푸드 

스탬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 미비자라 하더라도 

응급한 경우나 출산을 하는 경우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태생의 아이 또한 특정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지원양육지원양육지원양육지원 명령명령명령명령(child support order) 

법정에서 양육지원 명령을 받아 상대에게서 경제적 

지원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양육지원 명령 신청은 

이혼심사나 법적 결별 심사도중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자녀들의 아버지와 법적으로 미혼의 상태라면 부권 

심사(paternity case), 혹은 민사상 접근금지 명령 

심사도중에 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대자로부터학대자로부터학대자로부터학대자로부터 자녀를자녀를자녀를자녀를 보호하는보호하는보호하는보호하는 방법방법방법방법 

 
가정 폭력의 피해자인 당신이 자녀들을 가해자에게 

빼앗기는 경우가 생길까 두렵다면 여기 당신이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녀자녀자녀자녀 양육권양육권양육권양육권(child custody order) 

법적이고 물리적인 자녀 양육권을 얻는다는 것은 

아버지가 자녀를 당신에게서 빼앗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육권은 민사상 접근금지 

명령 심사, 이혼 심사, 법적 결별 심사, 혹은 부권 심사 

도중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상해를 가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버지가 행하는 자녀방문이 감독하에 이루어 질 

수 있게 하는 명령(supervised visitation)을 법정에 

신청하십시오. 만일 아버지가 자녀를 국외로 데리고 

나가버리겠다고 위협을 하는 경우는 어린이어린이어린이어린이 유괴방지유괴방지유괴방지유괴방지 

명령명령명령명령(child abduction prevention order)을 

신청하십시오 

 

자녀에자녀에자녀에자녀에 관한관한관한관한 모든모든모든모든 서류를서류를서류를서류를 꼼꼼히꼼꼼히꼼꼼히꼼꼼히 관리하고관리하고관리하고관리하고 보관하세요보관하세요보관하세요보관하세요. 

여권 원본, 출생 증명서, 학교 생활 기록부, 의료 기록, 

그리고 자녀의 최근 사진 등을 학대자로부터 안전한 

곳에 잘 보관하기 바랍니다. 

              가해자에게가해자에게가해자에게가해자에게 일어날수일어날수일어날수일어날수 있는있는있는있는 경우경우경우경우 
 

경찰에경찰에경찰에경찰에 신고할신고할신고할신고할 경우경우경우경우 

학대 가해자가 체포를 당했을 경우 유치장에 며칠간 

수감이 됩니다. 그 이후 죄질의 강도에 따라 의무적으로 

상담이나 학대자 개선 프로그램에 참여하라는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고, 수개월이나 수년간 수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학대학대학대학대 가해자가가해자가가해자가가해자가 미국미국미국미국 시민이시민이시민이시민이 아닌아닌아닌아닌 경우경우경우경우 

이 경우 만일 가해자가 심각한 가정 폭력으로 기소가 될 

경우 추방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체류신분이 

가해자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 

피해자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결혼을 한 상태인 

경우)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즉시 상담을 받으십시오. 

  

관계를관계를관계를관계를 정리한정리한정리한정리한 후후후후 반드시반드시반드시반드시 지참해야지참해야지참해야지참해야 할할할할 서류들서류들서류들서류들 
 

가정폭력을 벗어나기 위해 파트너와의 관계를 정리할 때 

다음 서류들을 반드시 지니고 가시길 바랍니다. 

  

� 자신과 자녀들의 신분증: 출생증명서, 여권, 영주권, 

소셜카드, 운전 면허증 

� 재정관련 서류: 은행 계좌 증명서, 크레딧 카드 계좌 

증명서, 아파트 리스 문서, 집문서, 자동차 등록증, 

직장 정보  

� 결혼 증명서 
� 의료 기록, 학교 생활 기록부 
� 학대 증거물(일기나 사진들) 
� 현금과 보석 

 

 
 
 

 

 

 

 

 

 

 

 
 

 

 

 

 

관련관련관련관련 정보정보정보정보, 기관기관기관기관 및및및및 단체단체단체단체 

 

전미전미전미전미 가정폭력가정폭력가정폭력가정폭력 핫라인핫라인핫라인핫라인 (National Domestic Violence 

Hotline ) 

•  24 시간 핫라인   (800) 799-7233 

 

가정폭력가정폭력가정폭력가정폭력 쉼터쉼터쉼터쉼터 (Domestic violence shelters) 

아태 가족센터(Center for the Pacific Asian Family) 

•  24 시간 핫라인, 여러 아시아 언어 지원  

 (800) 339-3940 

 

YWCA/WINGS Help Line   

•  24 시간 핫라인, 스페인어와 여러 아시아 언어 지원 

                                                        (626) 967- 0658 

 

아태 여성센터(Asian Pacific Women’s Center ) 

•  여러 아시아 언어 지원 

                    (213) 250-2977 

 

법률법률법률법률 지원지원지원지원 

아태 미주 법률센터(Asian Pacific American Legal Center) 

•  여러 아시아 언어 지원                    (213) 977-7500 

•  한국어핯            (800) 867-3640 

 

LA 법률 보조재단(Legal Aid Foundation of Los Angeles) 

• 스페인어와 여러 아시아 언어 지원  (800) 399-4529               

  

네이버후드 법률 서비스(Neighborhood Legal Services )            

•  스페인어와 여러 아시아 언어 지원  (800) 433-6251 

 

 

 
 

이 가이드의 인쇄와 번역은 버라이즌(Verizon)의 재정지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발행되었습니다. 상기된 법은 향후 언제든 변경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주지하시길 바랍니다. 만일 특정한 법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가정폭력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가? 
 

 

 

학대 받는 이민 여성들을 위한 

가이드 
 

 

 

 

 

 

 

 

 

 

 

 

 

 

 

 

(Korean - Domestic Vio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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