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서적	학대	이용

	● 현실에 대한 의심 

	● 잘못된 일을 하지 않을까에 대한 공포 

	● 양육자의 일관적이지 않은 제한사항과 기대치 

	● 감정 표현에 대한 공포 

	● 학교 학습 불능 

	● 낮은 자존감 

 			 위협	이용

	● 가정 내 폭력의 영향으로 인한 자신의 안전 문제로 

인해 조종을 배움 

	● 폭력적이거나 학대적인 방식으로 분노를 

표현하거나 공포로 인해 분노를 전혀 표현하지 

못함 

		 신체적,	정신적	영향

	● 자녀는 죄책감과 부끄러움을 느끼고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할 수 있음 

	● 초기 발달 단계로 퇴행할 수 있음 

	● 불만족과 내향성 

	● 관심의 갈망/요구

XXX
		 성적	학대

	● 몸에 대한 수치심 

	● 자신의 성에 대한 위협과 공포를 느낌 

	● 부적절한 성적 대화와 행동 학습 

	● 자녀가 포르노 잡지와 영화에 접근 

	협박	이용
	● 특정 모습과 요란한 행동, 요란한 제스쳐, 큰 

목소리, 물건 부수기, 재산 파괴하기로 자녀를 겁에 

질리게 함 

	● 신체적 안전에 대한 공포 

	 성에	대한	고정관념

	● 가해자의 지배적인 학대 행동을 답습 

	● 피해자의 수동적이고 복종적인 행동을 답습 

	● 감정이나 자신을 표현하지 못함 

 	고립	이용

	● 사회성 기술을 개발하지 못함 

	● 폭력 사실을 숨겨야 하기 때문에 친구와 만날 수 

없음 

	● 해로운 “비밀” 유지

	● 어른을 믿지 못함 

	 자녀	이용

	● 자녀를 싸움 한 가운데에 위치

	● 자녀는 부모의 역할과 책임을 떠맡고 자녀가 되길 

포기할  수도 있음 

	● 얌전하게만 있도록 함

	● 갈등의 해결에 이용되고 한쪽 편을 들도록 요구됨

가정 폭력이 발생할 때 모든 가족 구성원이 그 영향을 받습니다. 가정 폭력 상황 속에서 살면 

자녀에게도 피해자와 같은 정도의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학대를 목격하거나 폭력적인 가족과 함께 

사는 자녀는 귀하와 마찬가지로 두려움, 협박, 안전에 대한 위협을 경험합니다. 이 수레바퀴는 가정 

폭력이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줍니다.   

가정	폭력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자

녀
와 가정

 폭력의 수레바

퀴

폭력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정서적	학대

고립

성에	대한	
고정관념

성적	학대

자녀	이용

신체적,	
정신적	영향

위협

협박	이용

XXX

Charmed and Dangerous

안내자료 3

출처, 가정 폭력 중재센터, 
미네소타주 덜워스(Domestic 
Abuse Intervention Centre Duluth, 
Minnesota).

KoreanThe Effect of Domestic Violence on Children



자
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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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협박

• 특정 모습과 요란한 
행동, 요란한 제스쳐, 큰 
목소리, 물건 부수기, 재산 
파괴하기로 자녀를 겁에 
질리게 함 

• 신체적 안전에 대한 
공포 

성에	대한	
고정관념

• 가해자의 지배적인 학대 
행동을 답습 

• 피해자의 수동적이고 
복종적인 행동을 답습 

• 감정이나 자신을 
표현하지 못함 

신체적,	
정신적	

영향

• 자녀는 죄책감과 
부끄러움을 느끼고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할  
수 있음 

• 초기 발달 단계로 퇴행할 수 있음 
• 불만족과 내향성 
•  관심의 갈망/요구

고립	이용

• 사회성 기술을 개발하지 못함 
•  폭력 사실을 숨겨야 하기 
때문에 친구와 만날 수 없음 

• 해로운 “비밀” 유지
• 어른을 믿지 못함 

자녀	이용

• 자녀를 싸움 
한 가운데에 
위치

• 자녀는 부모의 
역할과 책임을 떠맡고 
자녀가 되길 포기할  수도 
있음 

• 얌전하게만 있도록 함
• 갈등의 해결에 이용되고 
한쪽 편을 들도록 
요구됨

위협

• 가정 내 
폭력의 영향으로 

인한 자신의 안전 
문제로 인해 조종을 

배움 
• 폭력적이거나 학대적인 

방식으로 분노를 표현하거나 
공포로 인해 분노를 전혀 

표현하지 못함 

성적	학대

• 몸에 대한 수치심 
• 자신의 성에 대한 위협과 공포를 

느낌 
• 부적절한 성적 대화와 행동 

학습 
• 자녀가 포르노 

잡지와 영화에 
접근 

정서적	
학대

• 현실에 대한 
의심 

• 잘못된 일을 하지 
않을까에 대한 공포 

• 양육자의 일관적이지 않은 
제한사항과 기대치 

• 감정 표현에 대한 공포 
• 학교 학습 불능 

• 낮은 자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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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정보	및	도움
응급	상황	발생	시,	휴대폰을	이용해	000번	또는	112번으로	경찰에	전화하십시오.

가정 폭력 상황에 있는 여성을 위한 정보와 법원 옹호 및 의뢰 서비스 그리고 ADVO 취득을 위한 지원을 원하시면 Women’s Domestic Violence Court 
Advocacy Service(여성	가정	폭력	법원	옹호	서비스) 1800 WDVCAS  또는 1800 938 227로 문의하십시오.

가정 폭력 피해자에게 법률 조언, 지원, 의뢰 서비스, 변호 서비스와 사회복지 업무 지원 및 재정 상담 서비스를 원하시면 Legal Aid NSW Domestic 
Violence Unit   (법률 지원 NSW 가정 폭력 담당 부서) 9219 6300으로 문의해주십시오.

Family Violence Law Help (가족 폭력 법률 도움) AVOs, 가족법, 아동 보호에 대한 법률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한 웹사이트입니다. 이 
정보를 다양한 언어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www.familyviolencelaw.gov.au

본 안내자료는 법률에 대한 개략적인 안내입니다. 본 정보를 법률 조언으로 의존하지 마시고 귀하의 상황에 대해 변호사와 상담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본 정보는 발행 시에 정확한 내용이었으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안내 자료는 Tweed Shire Women’s Services Inc.의 프로젝트인 Charmed and Dangerous: 여성을 위한 건강한 관계 회복 가이드라는 책자에서 
발췌하였습니다.

This factsheet is available in Arabic, Dari/Farsi, Korean, Simplified Chinese, Spanish and Vietnamese.  © Legal Aid NSW

출처, 가정 폭력 중재센터, 
미네소타주 덜워스(Domestic 
Abuse Intervention Centre Duluth, 
Minnesot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