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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책자 Charmed and Dangerous: 건강한 관계를 되찾기 위한 여성 가이드는 여성들을 
위해 여성들이 만들었습니다. 이 책자는 Tweed Shire Women’s Services Inc의 
사업입니다.
저희는 이 정보의 공유를 통해 신뢰와 존중, 긍정적인 소통, 정직함과 힘의 균형을 바탕으로 
한 건강한 관계를 달성하고 유지하는 당신의 여정을 도와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 폭력과 가족 폭력은 단지 가족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적 문제입니다. 문화 및 사회에 
내재된 신념으로 인해 전세계 모든 사회경제 집단의 여성들이 매일 남성으로부터 학대를 
당하고 폭력적인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가족 폭력은 남성 파트너가 화가 나거나 자제심을 
잃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학대를 가하는 사람이 파트너 및/또는 자녀를 통제하고 
지배하는 방식이 문제입니다. 통계적으로 여성과 자녀가 가정 폭력과 가족 폭력의 피해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책자는 통제나 학대, 폭력적 관계에서 벗어나 건강한 관계를 되찾기 
위한 도구로 여성들을 위해 쓰여졌습니다.

가정 폭력과 가족 폭력은 범죄입니다. 저희는 지역과 국가 차원에서 여성 및 아동이 학대와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본질적 권리를 증진시키고 여성이 본인과 자녀의 안전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자신의 선택을 위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많은 여성들이 이 책자 개발을 위해 경험과 지식을 제공했습니다. 기여해주신 모든 
여성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한 관계를 회복하는 여정은 각 여성마다 다릅니다. 옳은 길과 그른 길은 없으며 
본인의 길이 있을 뿐입니다. 이 책자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으시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신 
후에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이 이룬 여러 성취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지금은 이 책자를 읽기 좋은 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책자를 안전한 곳에 
두십시오. 이 여정을 떠날 준비가 된 때가 언제인지 알게 되실 것입니다.
Tracy Asby, Manager (관리자)

본 Charmed and Dangerous 판은 Legal Aid NSW의 여성 가정폭력 법원 옹호 서비스
(Women’s Domestic Violence Court Advocacy Services, WDVCAS)에서 개발하고 
갱신했습니다. 2020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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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나?
당신은 학대를 당할만한 사람인가요? 답은 ‘아니오’입니다.
당신이 요구했나요? 답은 ‘아니오’입니다.
당신은 혼자인가요? 답은 ‘아니오’입니다.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든 용인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어떠한 
형태의 학대에도 책임이 없으며 지금 겪고 계신 고통과 통증은 혼자 겪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가정 폭력과 가족 폭력은 우리 사회의 도처에 만연해 있으며 
특히 보이지 않는 문 뒤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내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 무슨 일을 한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상태는 조금씩 
만들어진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비하부터 시작했다가 당신이 본인과 자녀가 
위험해질 때까지 계속됩니다. 당신은 고립감과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하게 됩니다. 
당신이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는 생각이 굳어지지만 그러한 생각은 사실이 아닙니다.

언제나 상황이 나아지리라는 희망이 있으며, 이 희망은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 생활에 
대한 꿈 속에서 학대 상황에 가두는 역할을 합니다. 이 희망과 꿈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감수하고 평화를 지킬 것입니다. 여기서 다음에 찾아올 학대 행동의 주기를 
기다리며 ‘살얼음판 걷기’를 시작합니다. 

희망은 학대자의 약속에 의해 유지되다가 학대자의 행동이 재발하면 실망으로 
변합니다. 그러면 덫에 걸렸다는 느낌이 들고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없다는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여기서 이것은 자신의 실수이며 누구도 자신의 말을 믿지 않는다는 
생각에 수치심을 느낍니다. 결과적으로 침묵 속의 학대를 자주 겪게 됩니다.

어떤 느낌을 가지는가
“이것이 사랑이라면 왜 슬픈 느낌이 들까?”

종종 당신이 받는 처우에 문제가 있음을 나타내는 첫 번째 징후는 느낌입니다. 
당신은 불편함과 긴장, 혼란, 문제가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느낌/
직감을 믿으십시오. 그러한 느낌들이 중요합니다. 파트너와 있을 때 어떤 느낌인지 
생각해보십시오.

가정 폭력이나 가족 폭력을 겪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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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되는 공포와 ‘벼랑에 선’ 느낌  
●● 자신에 대한 믿음을 잃은듯한 느낌  
●● 고립감과 외로움  
●● 미칠듯한 느낌  
●● 신체 상해로 인한 통증/고통  
●● 수치심과 당혹스러움  
●● 죄책감이나 우울함  
●● 탈진과 에너지 없음  
●● 불안  
●● 현실과 비현실 사이의 혼란스러움  
●● 슬픔, 분노, 울먹임과 공포  
●● 압박감과 불편함  
●● 굴욕감과 혼란  
●● 억압과 통제당함  
●● 자기 비난과 자기 혐오  
●●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혼란  

여성에게 미치는 폭력의 영향은 다음 사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덫에 걸린 느낌  
●● 약물과 알코올 사용 증가  
●● 수면 문제  
●● 우울증과 불안증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
●● 자해 또는 자살  
●● 메스꺼움 또는 두통  
●● 자녀나 배우자에 대한 폭력  
●● 본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감각을 잃음  
●● 외로움, 혼란 및 두려움  
●● 더 이상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함  
●● 친구와 가족을 회피  
●● 정서적 괴로움  

당신은 이런 취급을 받지 않아야 마땅합니다! 가정 폭력과 가족 폭력은 범죄입니다. 
폭력을 정당화하는 변명은 많이 있지만, 폭력은 본인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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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폭력 이해하기
당신의 관계가 학대적인지 알아보려면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 그것이 당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당신에게 어떤 느낌을 주는지, 관계에서 힘의 균형이 
어디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당신의 직관을 믿으십시오. 무엇인가 잘못되어 간다고 
느껴지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물리적    폭력    성적

힘 이용 및 
통제

정서적 학대 이용
• 비하한다 
• 자학하는 감정을 갖도록 한다
• 욕을 한다
• 상대방이 미쳤다고 생각하게 만든다
• 굴욕감을 준다 
• 죄의식을 심는다

협박 이용
• 모습과 행동, 제스쳐를 

이용하여 두렵게 한다 
• 물건을 부순다 

• 귀하의 재산을 파괴한다 
• 애완동물을 학대한다 

• 무기를 보인다 
• GPS 추적 장치나 스파이웨어 등과 같은 

기술을 이용하여 감시한다 
• 이메일, 문자 메시지, 소셜미디어 계정, 통화 

기록과 같은 개인정보를 조사한다 
• 도움을 요청하려 할 때 전화기를 부수거나 

전화선을 끊는다 

고립 이용
• 상대방의 행동과 
상대방이 보고 대화를 

나누는 대상, 상대방이 가는 
곳을 통제한다 

• 상대의 외부 활동 참여와 사회적 
교류를 제한한다 

• 질투심을 이용하여 행동을 정당화한다

남성의 특권 이용
• 상대방을 하인처럼 

취급한다
• 의사결정을 독단적으로 한다
•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정의하려 한다 
• 떠나지 못하도록 하거나 굴욕감을 

주기 위해 상대방의 은밀한 사진을 
퍼뜨리겠다고 위협한다 

무시, 거부, 책임전가
• 학대를 가볍게 여기고 상대방의 우려사항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말한다 
• 학대 행위의 책임을 전가한다 

• 상대방이 원인을 제공했다고 말한다 
• 피로, 스트레스, 음주, 약물 

탓을 한다 

강압과 
위협 이용

• 상처를 주기 
위한 행동을 하거나 

위협을 한다 
• 떠나거나 자살을 하겠다고 

하거나 복지부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한다 

• 고소를 취하하게 만든다
• 불법적인 일을 하도록 한다 

• 은밀한 사진이나 영상을 공개하겠다고 위협한다 
• 약 제공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하거나, 건강이나 삶의 

질에 필요한 것(예: 휠체어)을 주지 않겠다고 위협한다 

자녀 이용
• 상대가 자녀에게 죄책감을 

느끼도록 한다 
• 자녀를 이용하여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한다  
• 자녀를 데려가겠다고 협박한다 
• 자녀의 통신기기에 GPS 추적 

기능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위치를 감시한다

금전적 학대 이용
• 일자리를 구하거나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 

• 돈을 요청하도록 한다 
• 용돈을 준다 

• 돈을 빼앗는다
• 가족 소득을 알지 못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 

출처, 가정 폭력 중재센터, 미네소타주 덜루스(Domestic Abuse Intervention Centre Duluth, Minneso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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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폭력의 형태
공포는 가장 강력한 통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공포는 당신을 위협하고 당신의 힘을 
빼앗아가는 행동을 통해 만들 수 있습니다.

위협에는 당신의 소유물 파괴와 위협적인 몸짓,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질문, 끊임없는 
전화, 이메일, 문자 메시지, 스토킹이 포함됩니다.

학대와 폭력은 여러 관계 유형에서 다르게 나타납니다.

물리적 학대는 당신과 당신의 자녀, 당신의 재산, 가족, 친구, 애완동물에 대한 물리적 
위해를 포함합니다. 여기에는 또한 무기를 이용한 위협도 포함됩니다.

성적 학대는 원치 않거나 강제적인 성적 접촉을 포함합니다. 여기에는 강제 성적 
행위와 괴롭힘, 성적 위해가 포함됩니다.

언어 학대에는 지속적인 비하와 모욕, 언어적 위협이 포함됩니다. 언어 학대는 굴욕을 
주는 경험이며 시간이 지나면 자존감과 자신에 대한 믿음을 파괴합니다.

정서적/심리적 학대는 자신에 대한 의식을 침식하고 자신감/가치를 파괴하는 태도/
행동과 언급을 포함합니다.

정신적 학대는 당신의 영적 믿음에 대한 조롱 및/또는 문화적 또는 영적 활동으로부터 
당신을 배제하기를 포함합니다.

금전적 학대는 학대자가 당신의 금전적 자원을 통제할 때 발생합니다. 여기에는 
당신이 일을 못하도록 하거나 당신이 벌거나 쓴 돈을 통제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학대는 학대자가 가족과 친구, 직장 동료 등의 앞에서 당신을 비판하거나 
농담을 하는 행동, 비하하는 행동, 그리고/혹은 당신이 가는 곳이나 보는 것을 
통제하는 행동이 포함됩니다.

테크놀러지 학대는 스토킹, 괴롭힘, 위협, 모욕을 주기 위한 인터넷, 전화, 컴퓨터, 
소셜미디어, 감시 기기 등의 사용입니다. 여기에는 당신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은밀한 
사진을 녹화하거나 공유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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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식 학대에는 당신을 강제로 임신시키거나 임신을 중절시키는 행위, 피임을 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LGBTIQ 관계에서의 학대는 당신의 정체성을 알리지 않기로 선택한 사람들이나 
정체성을 밝힐 경우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정체성을 ‘폭로’하겠다고 
위협하는 정체성을 근거로 한 학대와 같이 LGBTIQ만의 학대 전략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목조르기 또는 질식
목조르기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것은 폭력이 심해지고 있다는 표시이며 가정 
폭력에서 가장 치명적인 형태입니다.

목조르기는 목 부위에 호흡을 어렵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압박을 가하는 
것입니다. 목 주위의 압력은 한 손이나 두 손, 밧줄, 옷 등의 여러 수단으로 가할 수 
있습니다. 질식은 입이나 코를 가려 폐에 공기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목조르기나 질식이 일어나면 당신의 뇌에 산소가 들어가지 않게 되고 혈류가 뇌에서 
빠져나가지 않게 되며 기도가 막혀 호흡이 불가능해지거나 점점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시간은 아주 적을 수 있으며, 혈류와 공기가 뇌에서 차단되면 
뇌세포가 죽게 됩니다. 뇌세포는 한 번 죽으면 재생되지 않으며 장기적인 건강 문제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상해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신체 내부는 심각한 상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가능한 빨리 의사의 진찰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사에게 목졸림을 
당했음을 알려 어떤 진찰을 해야 할지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의사에게 나중에 
필요하면 참고 자료와 증거로 쓸 수 있도록 상해를 문서로 기록해줄 것을 부탁합니다.

중요
●● 가급적 빨리 진찰을 받으십시오. 
●● 지원 종사자, 경찰, 의사 등 누군가에게 말씀하십시오. 
●● 증상과 징후를 문서로 작성하십시오. 며칠 또는 몇 주에 걸쳐 어떤 증상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 목이 졸린 후 몇 분, 몇 시간, 며칠 또는 몇 주 내에 다음과 같은 징후와 증상이 

있는지 기록하십시오.
●● 호흡 곤란, 말하거나 삼키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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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이나 목구멍의 통증, 기침 포함 
●› 구토 또는 메스꺼움 
●› 소변이나 대변 통제력 상실 
●› 이명, 현기증 또는 두통 
●› 기억 상실 
●› 혼란, 방향감각 상실, 초조함 또는 피곤함

이와 같은 폭력 행위가 발생한 직후에는 살아남았다는 사실에 안도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당신은 그 경험을 축소하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수준의 
폭력은 당신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을 높입니다. 도움을 받지 않으면 다음 기회란 
없을지도 모릅니다.

폭력의 주기
건강한 관계에서는 파트너들 사이에 행복의 시간과 함께 긴장의 시간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긴장 뒤에는 일반적으로 문제 해결의 단계가 뒤따릅니다. 이것은 파트너들 
사이에 평등과 존중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건강하지 않은 관계 속에서는 긴장의 
시간 뒤에 주로 학대와 폭력의 기간이 이어집니다. 이러한 폭발 뒤에는 사과와 함께 
표면적으로는 정상적으로 보이는 허니문 단계가 이어집니다.

출처: Dr Lenore Walker, 1979, 미국

위협 단계누적 단계

허니문 단계

수습 단계 후회 단계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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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자가 이 주기를 장악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대자는 일부 
단계를 건너뛰거나 반복하여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누적 단계
이 단계에는 언어적, 신체적, 정서적, 성적, 금전적 학대로 나타나는 긴장감의 증가가 
포함됩니다. 학대 행동은 주로 변덕스럽고 예측할 수 없게 나타납니다.

위협 단계
이 단계는 당신과 당신의 가족에게 극도로 무서운 기간입니다. 학대자의 행동은 
강도가 높아지고 점점 더 예측 불가능하게 됩니다. 당신은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이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과 공포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폭발
폭발 단계는 관계에서 폭력의 정점을 나타냅니다. 학대자는 폭발 단계에서 중독성이 
나타날 수 있는 긴장의 해소를 경험하게 됩니다.

후회 단계
후회 단계에서 학대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학대자는 
관계에서 물러나 본인과 타인들에게 본인의 행동을 정당화합니다.

수습 단계
학대자는 다시는 폭력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이 기간에 
과거의 행동을 만회하려 할 수도 있으며 업무 스트레스, 약물, 술 등 폭력을 유발한 
다른 요소들을 거론할 수도 있습니다. 학대자는 배려를 하고 선물을 할 수 있으며 
다시는 폭력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할 수 있습니다.

허니문 단계
폭력의 주기 중 허니문 단계에서는 두 사람이 학대와 폭력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관계를 끝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폭력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기꺼이 무시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단계는 흐려지고 
폭력 주기가 다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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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폭력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가정 폭력과 가족 폭력의 영향은 모든 가족 구성원이 경험합니다. 가정 폭력이 
일어나는 가운데 생활하면 자녀에게도 피해자와 같은 정도의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학대를 목격한 아동이나 폭력적인 가정에서 생활하는 아동은 당신과 같은 공포와 
협박, 안전 위협을 겪게 됩니다. 이 수레바퀴는 가정 폭력이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줍니다.

자녀와 가정 폭력의 수레바퀴

폭력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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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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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력 사실을 숨겨야 하기 때문에 

친구와 만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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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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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 현실에 대한 의심 
• 잘못된 일을 하지 

않을까에 대한 공포 
• 양육자의 일관적이지 않은 

제한사항과 기대치 
• 감정 표현에 대한 공포 

• 학교 학습 불능 
• 낮은 자존감 

출처, 가정 폭력 중재센터, 미네소타주 덜루스(Domestic Abuse Intervention Centre Duluth, Minneso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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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은 정서적, 사회적, 지적, 신체적 웰빙을 발전시키고 건강하고 균형잡힌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힘을 주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아동은 자신이 본 것을 통해 
배우고 집에서 경험한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아동은 종종 보호자와 평화의 
수호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는 아동에게 상당한 정서적, 신체적 위험을 지게 하며 
장기적으로는 정서적으로 손상된 행동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가정 폭력을 목격한 아동은 다음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공격적 행동 및/또는 사회적으로 부적합한 행동을 보입니다. 
●● 건강하지 않은 역학 관계를 선택합니다.
●●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자기 가치를 낮춥니다.
●● 학업 성적, 문제 해결 기술, 집중력이 떨어 집니다.
●● 정서적 고통, 공포증, 불안, 우울 증상을 보입니다.
●● 신체적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건강한 관계란?
건강한 관계는 우리 모두가 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비폭력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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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경계 소통

신뢰

개인책임

공동책임

정직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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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관계는 평등의 존재로 확인됩니다. 건강한 관계의 요소는 친구, 데이트 파트너, 
친밀한 파트너, 평생의 파트너, 가족 등 모든 형태의 관계에 적용됩니다. 수레바퀴의 
각 구성요소는 서로를 지지하고 강화하며 언제나 평등이 중심에 있습니다.

존중: 다른 사람의 경계를 존중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경계를 알고 경계를 침범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공동 책임: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책임의 공유. 관계를 맺고 있는 두 사람이 결정에 
참여해야 합니다.

소통: 효과적으로 소통하십시오. 효과적인 소통은 분명한 생각과 감정의 표현, 
상대방에 대한 경청을 포함합니다.

경계: 건강한 경계를 유지하십시오. 다른 사람에 대해 자신의 경계를 정의하고 
소통함으로써 관계를 경험하는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을 만드십시오.

정직: 허심탄회한 태도를 가집니다. 관계 속에서 두 사람이 의도나 감정, 욕구에 대해 
솔직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 책임: 본인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십시오. 상대와 대화를 통해 당신의 행동이 
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십시오.

신뢰: 신뢰는 견실한 관계의 핵심이며 사랑과 존중을 구축하는 토대입니다.

지원: 각자가 목표, 꿈, 개인적인 성장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서로 지원하고 
격려하십시오.

건강한 관계 속에는 장악과 학대, 폭력 행위를 위한 자리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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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의 경고 신호
학대자가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공격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특정 행동을 통해 학대 
책략을 보입니다. 다음은 다섯 가지 주된 경고 징후입니다.

매력
학대 남성은 종종 아주 매력적입니다. 관계를 시작할 때 학대자는 매력적인 모습으로 
당신과 친구들, 가족들을 사로잡을 수도 있습니다. 학대자는 때로는 아주 호감이 
가고 생각이 깊은 모습과 배려, 카리스마를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학대자는 매력을 
이용하여 당신으로부터 아주 개인적인 정보를 알아낸 다음 나중에 당신의 약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매력은 당신과 당신의 가족, 친구들을 속이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통제
학대자는 통제력에 집착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학대자는 당신이 대화하는 사람, 
당신이 입는 옷, 당신이 외출하는 장소와 시기, 당신의 돈 사용 등 당신 생활의 모든 
면을 통제할 수도 있습니다. 학대자는 때로는 분노에 휩싸여 통제력을 잃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행동을 아주 잘 통제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음을 통해 학대자의 행동이 분노가 아닌 통제된 행동임을 알 수 있습니다.

●● 학대자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폭력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 학대는 주로 목격자가 없는 곳에서 발생합니다. 학대자는 경찰이 도착하거나 전화 

벨소리가 울릴 때 폭력을 멈출 수 있습니다.  
●● 학대자는 다른 사람들이 알아차릴 수 없게 멍이나 흔적이 드러나지 않도록 

주먹이나 발길질을 할 수 있습니다.  

정서적 학대
학대자는 정서적 학대를 이용하여 당신의 자존감을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폭력에 대해 부당하게 비난을 받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비하나 험담, 위협까지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폭력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으며, 자신이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일부 여성은 
정서적 학대가 신체적 학대보다 치유하기 어려우며, 멍과 부러진 뼈는 고쳐지지만 
정서적 흉터는 남아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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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
학대자는 피해자를 지리적, 사회적으로 격리합니다. 지리적 격리는 당신을 친구와 
가족, 지지 네트워크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고(주로 먼 거리를 두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든 사람들로부터 격리시킵니다. 학대자는 종종 당신과 더욱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는 종종 학대자가 당신을 보살피는 것으로 
잘못 해석됩니다.

질투
질투는 학대자가 당신을 통제하려는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대자는 당신이 
다른 남성과 외도하거나 다른 남성과 사귄다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질투는 
험담에서 시작하여 질투로 인한 분노로 커질 수 있습니다.

LGBTIQ 커뮤니티의 개인을 위한 정보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인터섹스, 퀴어, 퀘스쳐닝, 어섹슈얼 
(LGBTIQ) 커뮤니티에서 가정폭력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LGBTIQ 관계의 가정 
폭력 발생율은 이성애 관계에서와 대략 같습니다. 이성애 관계와 마찬가지로 문제의 
신고율은 낮습니다. “이성애자’가 아닌 개인에 대한 억압적이고 적대적인 사회에 
직면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LGBTIQ 관계에서 학대를 받았을 때 자신들의 성적 
성향과 관계의 성격을 드러내기가 두렵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또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 조차도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어려움을 겪게 되며, 이미 정신적, 신체적 문제와 한정적인 건강 서비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LGBTIQ 커뮤니티에 대한 개인의 태도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와 경찰 등 도움을 주는 사람들 역시 피해자에 대처하는 경험과 훈련이 
부족할 수 있으며 피해자를 지원하는 법률도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경찰과 복지 서비스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잘못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법률 조언을 받고 지원 서비스와 상담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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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BTIQ 관계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과 법률 집행, 보호의 평등은 지난 십 
년간 발전이 이루어졌지만, 본인의 권리와 선택권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자신의 안전과 학대 관계를 벗어나기 위한 결정권에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물리적    폭력    성적

LGBTIQ
힘과 통제

협박
• 외모와 행동, 제스쳐를 

이용하여 두렵게 한다
• 물건을 부순다 
• 당신의 재산을 파괴한다
• 애완동물을 학대한다
• 무기를 보인다
• 외모와 행동, 제스쳐를 

이용하여 동성애 혐오, 
생물학적 혐오, 
성전환자 혐오 
통제를 강화한다

강압과 위협
• 상처를 주기 위한 행동을 하거나 

위협을 한다 
• 떠나거나 자살하겠다고 위협한다 

• 겁을 주기 위해 위험하게 운전한다
• “폭로”하겠다고 위협한다
• 당신에게 중요한 사람들을 

위협한다
• 스토킹을 한다

정서적 학대
• 당신을 비하하고 자신을 

나쁘게 생각하도록 만든다
• 험담한다

• 심리전을 벌인다
• 죄책감을 느끼도록 한다

고립
• 당신의 행동, 당신이 만나고 대화하는 사람을 

통제한다
• 당신의 외부 활동을 제한한다
• 질투를 이용하여 당신을 통제한다

•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설명하도록 한다
• 특히 당신이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인 경우,  
누구도 당신을 믿지 않을 것이라 

말한다.
• 당신이 혼자 어디에도 

가지 못하도록 
한다

거부, 무시, 
책임전가
• 학대를 가볍게 여긴다 
•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말한다
• 학대 행동의 책임을 전가한다
• 당신이 잘못했고 당신은 그런 취급을 

받을만한 사람이라고 한다 
• “상호 학대”라고 주장한다
• 여성이 여성을 / 남성이 남성을 학대할 수 

없다고 말한다
• 학대가 아닌 “싸움”이라고 한다

자녀 이용
• 자녀에게 죄책감을 

느끼도록 한다
• 자녀를 이용하여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한다 
• 자녀를 데려가겠다고 협박한다

• 당신의 전 배우자나 당국에 당신이 
레즈비언, 양성애자 또는 성전환자라고 

밝혀 당신의 자녀를 데려가도록 하겠다고 
위협한다

특권
• 하인처럼 취급한다

• 모든 큰 결정을 내린다
• 관계에서 각 파트너의 역할이나 의무를 자기가 

정의한다
• 특권이나 능력을 이용하여 당신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거나 당신을 위험에 처하게 한다

• 자원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당신에게 불리하도록 

시스템을 이용한다

경제적 학대
• 일자리를 

구하거나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

• 돈을 부탁하게 한다
• 일이나 교육에 간섭한다

• 허락 없이 당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한다
• 일을 하지 않고 당신이 부양하도록 한다

• 공동 재산에서 당신의 이름을 계속 없애나간다

출처, 가정 폭력 중재센터, 미네소타주 덜루스(Domestic Abuse Intervention Centre Duluth, Minneso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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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BTQ 관계에서 나타나는 학대의 고유 특징
LGBTQ 관계에서의 학대는 모든 학대 관계와 많은 유사성을 갖고 있으며, 핵심은 
힘과 통제, 학대를 당하는 쪽에 미치는 영향력입니다. 하지만 LGBTIQ 관계 특유의 
측면도 몇 가지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폭로’를 통제 방법으로 이용합니다 
학대를 당하는 파트너가 가족과 친구, 직장 동료에게 사실을 밝히지 않았거나 그들의 
문화집단 내에 소속되어 있다면, 학대를 가하는 파트너가 통제 방법으로 ‘폭로’ 또는 ‘
폭로’ 위협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원의 통제 및/또는 약품 접근 통제
파트너가 성적 “규범”을 따르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신체나 성적 
기관, 외모를 “정상화”하는 수술을 하도록 압력을 가하거나 성전환 관련 헬스케어 
이용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LGBTIQ 커뮤니티의 가정 폭력은 가정 폭력이 가진 “이성애적 얼굴”로 인해 잘 
이해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주류 서비스 간에 LGBTIQ 
관계의 학대 행동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가정 
폭력에 대한 대부분의 정보는 남성 파트너가 가해자가 되는 이성애적 관계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의 부족은 일부 사람들에게 아래와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 동성 관계에서 학대가 발생하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 발생한다고 해도 학대를 가정 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 친구나 가족 구성원의 관계에서 가정 폭력이 발생한 것을 알았을 때 대응하는 법을 

모릅니다.  

LGBTIQ 커뮤니티 내의 비밀과 고립
특히 소도시와 농촌 지역의 상대적으로 작은 LGBTIQ 커뮤니티에서는 학대를 당하는 
파트너가 도움을 구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희생자가 학대에 대해 당황해 하거나 
가해 파트너가 커뮤니티의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등을 돌리도록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학대를 가하는 파트너는 상대방이 커뮤니티 매체를 보거나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거나 친구를 만나지 못하게 함으로써 LGBTIQ 커뮤니티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격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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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특히 관계를 시작하기 전에 성적으로 다양한 관계를 맺은 경험이 적었을 수도 
있는, 동성 관계 혹은 다양한 성 관계성이 처음인 사람들에게 해당합니다. 

서비스가 잘 개발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여성은 보호소, 법원 지원 계획, 상담 서비스 등 일반적인 가정 폭력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이러한 서비스는 다양한 성 및 성 지향성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경험이 
부족할 수도 있으며 LGBTIQ 관계에서의 학대에 대한 이해가 한정적이어서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LGBTIQ를 위해 지원과 도움을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연락처 섹션에 지원 서비스 목록이 제공되어 있습니다. 

애보리진 및 토레스 해협 섬 주민 여성을 위한 정보
프라이버시와 비밀은 학대를 가하는 파트너나 가족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애보리진 및 토레스 해협 섬 지역 여성과 그 가족들에게 복잡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애보리진 지역사회의 상호 연결된 문화로 인해 여성은 익명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우며, 이는 폭력에서 벗어나 본인과 자녀를 위해 안전한 공간을 마련하는 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Elizabeth Hoffman House)

“원주민 비밀 정보망은 가족을 찾을 때는 완벽하지만 당신에게 문제가 있고 모두가 
그것을 알고 있을 경우에는 잘 작동하지 않습니다.” (Northern Rivers 종사자)

대부분의 주류 또는 백인 서비스에 속하는 애보리진 및 토레스 해협 섬 주민 서비스 
및 전문인들은 이 문제를 이해하고 있으며 비밀 유지와 안전 구축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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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계획
당신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실행하십시오. 본인과 자녀를 좀더 
안전하게 해줄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학대 발생 시 안전
●● 본인과 자녀를 위한 대피로와 안전한 장소를 알아두십시오.  
●●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면 경찰에 신고하도록 하여 이웃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 자녀를 위한 안전 계획을 세우고 000에 전화하는 법, 집을 안전하게 빠져나가 

도움을 받는 법을 알려주십시오.  
●● 중요한 문서/약물은 휴대 가능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 가능한 빨리 경찰에 신고하십시오.  
●● 다쳤다면 치료를 받으십시오.
●● 날짜와 함께 폭력 사건 일지를 작성하십시오.  

직장 안전
●● 직장 내 다른 사람에게 현재 상황을 알리십시오.  
●● 매일 같은 길로 출근하지 마십시오.
●● 출근 시와 퇴근 시 안전 계획을 세우십시오.  

떠나기로 결정했다면, 23 페이지에서 자세한 안전 도움말을 참고하십시오.

여기서 어디로
도움을 구할 때 기억해야 할 몇 가지:

●● 폭력은 절대 용납될 수 없으며 폭력은 범죄입니다.  
●● 당신에게는 학대의 책임이 없습니다. 학대자는 본인의 행동을 선택한 것입니다.  
●● 가정 폭력은 자녀와 여러 가족들, 지역사회를 손상시킵니다.  

가정 폭력 위기 지원(Domestic Violence Crisis Support)은 연중무휴 상담과 정보, 
지원과 안내, 법률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여성 보호소 및 서비스 의뢰를 제공합니다. 

NSW Domestic Violence Line(가정 폭력 신고전화): 1800 656 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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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line & Kids Helpline (라이프라인 및 아동 헬프라인)
전국 연중무휴 전화 상담, 정보 및 의뢰 서비스. 
Lifeline: 131 114
Kids Helpline: 1800 551 800

의사
GP가 다양한 정서적 지원과 의료 지원 서비스, Medicare 보조 하의 상담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Safe Beds for Pets(애완동물을 위한 안전 쉼터)
가정 폭력으로부터 피신하고자 하는 여성 및 아동을 위해 애완동물 임시 보호소를 
제공함으로써, 자신들의 안전을 지키고 미래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합니다.  
(02) 9782 4408

Women’s Domestic Violence Advocacy Services and Safer Pathway(여성 
가정 폭력 피해자 옹호 서비스 및 더 안전한 길)
Women’s Domestic Violence Court Advocacy Services(여성 가정 폭력 피해자 
옹호 서비스 및 더 안전한 길, WDVCAS)는 가정 폭력을 경험하였거나 경험하고 
있는 여성과 자녀를 위한 지역 기반 독립 서비스입니다. WDVCAS는 정보와 지원 및 
의뢰를 제공할뿐만 아니라 Apprehended Domestic Violence Order(가정 폭력 
접근금지 명령, ADVO) 지원과 같이 법원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전화 1800 938 227을 통해 가까운 WDVCAS를 찾을 수 
있습니다.

경찰이 가정 폭력 사건에 개입하거나 당신이 경찰서에 가서 사건을 신고할 경우, 
경찰은 당신의 안전에 대한 위협 수준을 평가할 것입니다. 그 후에 지역 WDVCAS의 
가정 폭력 전문 종사자가 연락을 취해 안전에 대한 상담을 하고 지역 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논의할 수 있습니다.

가정 폭력으로 인해 당신이 심각한 위협을 받는(또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면, 종사자가 안전 조치 회의(Safety Action Meeting) 의뢰에 대해 
피해자와 상담할 수 있습니다. 이 회의에는 피해자의 안전 위험성을 심사하고 
피해자와 자녀의 안전 위협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개발하는 지역 정부와 비정부 
기구가 참여합니다. 회의에서 귀하의 사안을 논의한 후, 전문 종사자가 피해자가 
서비스를 받을 것인지 논의하기 위해 전화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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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가 남성 행동 변화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파트너가 변화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남성의 폭력과 통제 행동은 그냥 멈추는 경우가 드뭅니다. 파트너 혹은 가족이 폭력 
행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할 때 상당히 진심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남성은 다른 사람의 도움과 지원 없이는 그러한 약속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남성 행동 변화 프로그램에 참여하더라도 변화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일부 남성은 
파트너에 대한 통제를 포기하고 폭력을 멈춥니다. 다른 이들은 물리적 폭력은 
멈추지만 다른 형태의 학대나 통제를 계속 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는 하지만 
진심으로 노력을 하지 않는 남성은 자신의 방식을 결국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변화에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잠시 변화한 후에 원래대로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파트너나 가족이 변화했는지, 또는 이들의 변화가 당신에게 충분한지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당신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희망이 아닌 남성의 행동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남성 파트너의 참여가 나에게 어떻게 작용할 수 있을까요?
당신은 머무를지, 떠날지에 대한 결정이나 안전에 대한 결정을 파트너 또는 남성 
가족의 행동 변화 그룹 참여를 기준으로 내려서는 안됩니다.

‘분노 조절’은 어떻습니까?
남성의 행동 변화 프로그램은 파트너 및/또는 자녀를 대상으로 폭력과 통제 행동을 
사용하는 남성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이러한 남성 중 일부는 분노를 표현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이들은 공포, 걱정, 좌절 등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분노를 경험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폭력이나 통제를 이용한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남성은 매일 자신의 감정 
표현을 선택합니다.

폭력과 통제 행동의 중지는 분노를 조절하는 것 이상의 의미입니다. 이를 가장 
잘 나타내는 사실은 파트너를 상대로 폭력과 통제 행동을 이용하는 남성이 다른 
사람에게는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분노를 통제할 수 
있지만, 특정 환경에서 특정한 사람들을 상대로는 통제를 하지 않습니다. 



20 Charmed and dangerous | 건강한 관계를 되찾기 위한 여성 가이드

따라서 우리는 폭력을 사용하는 남성이 분노 조절 그룹이 아닌 남성 행동 변화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관계 상담이나 중재는 어떻습니까?
남성이 폭력 및 통제 행동을 이용할 지의 여부는 그들의 선택입니다. 폭력을 행사하지 
않기로 선택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아주 전문화된 지원이 필요합니다. 관계 상담은 
양측이 합리적으로 동등한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바탕으로 합니다. 
파트너나 가족이 폭력과 통제 행동을 이용할 경우, 당신은 분명히 본인의 필요에 따라 
자유로운 결정을 내리거나 행동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파트너의 행동으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갈등 원인이 있을 수도 있지만(모든 커플은 의견이 다릅니다!) 그것은 부차적인 
원인입니다. 당신이 필요한 것과 감정, 생각에 대해 안전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때까지, 관계 상담은 어느 쪽에도 좋지 않습니다. 당신의 파트너나 남성 가족 구성원이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거나 위협을 한다면, 그들에게 관계 상담을 제안하지 말 것을 
강력히 권합니다. 중재를 받아야 한다면, 당신에게 어떻게 안전을 확보해줄 수 있는지 
정보와 법률 조언을 찾아보기를 권합니다.

당신의 법적 권리
모든 여성은 자녀와 함께 안전하고 평화로운 집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습니다. 경찰은 
여성을 대신하여 Apprehended Domestic Violence Order(가정 폭력 접근금지 
명령, ADVO)를 신청하여 향후 위협 및/또는 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ADVO는 향후 발생할 위해로부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내리는 
명령입니다. ADVO는 피해자가 두려워하는 사람의 행동을 제한합니다. 

이 명령은 학대자가 집이나 당신의 직장, 자녀의 학교로 가지 못하도록 금지합니다. 
ADVO는 폭력 행위자가 명령을 위반하지 않는 이상 범죄 혐의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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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O에 대해 기억할 사항
●● 당신이 학대를 가하는 사람과 계속 접촉하거나 생활을 계속 하는 경우, 당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ADVO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 ADVO는 유죄 선고가 아닙니다. 하지만 경찰은 당신과 자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형사적 기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 ADVO를 위반할 경우 학대자는 범죄 혐의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모든 위반 행위를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여성 가정폭력 법정 옹호 서비스 (WDVCAS)
Women’s Domestic Violence Court Advocacy Services(여성 가정폭력 법정 
옹호 서비스)는 지역 법원으로부터 가정 폭력에 대한 도움과 정보를 받고자 하는 
여성과 아동을 위한 지역 기반 독립 서비스입니다.

여성 가정폭력 법정 옹호 서비스는 Legal Aid NSW에서 자금을 지원합니다.

ADVO에 대한 자세한 정보나 가까운 Women’s Domestic Violence Advocacy 
Service(여성 가정폭력 법정 옹호 서비스)를 알아보시려면 1800 938 227로 
전화하십시오.

LawAccess NSW
A NSW에서 법적 문제를 겪는 사람들을 위해 법률 정보와 조언, 의뢰를 제공하는 
무료 정부 전화 서비스. 전화: 1300 888 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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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무처장 (Court 
Registrar)을 방문 혹은 

전화

법원 참석 
법원 옹호 서비스(Court Advocacy Service)에서 법정에 가기 위한 정보와 안전한 

장소를 제공할 것입니다. 

법원에서 당신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람(“피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선택하도록 질문할 것입니다

피고가 ADVO에 
동의함

피고가 ADVO에 
동의하지 않음

피고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음

피고가 법률 조언을 받기 
위해 법정에 휴회를 

신청함

경찰이 임시 보호 
명령을 내릴 수 있음

최종 ADVO 
결정이 내려짐

심리 시까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임시 

명령을 요청할 수 있음

심리 
소법원 판사가 증언을 듣고 당신이 안전에 대한 공포를 갖고 있는지, 그 공포가 

합당한지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명령이 발급되지 않는 결정이 내려지면 28일 내에 그 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성 가정폭력 법정 
옹호 서비스(Women’s 
Domestic Violence 

Court Advocacy 
Service) 방문 혹은 전화

피고가 없는 
상태에서  
“일방(ex 
parte)” 

명령이라고 
하는 최종 

명령이 
내려짐

추가 언급을 
위해 다른 

날까지 휴정을 
할 수 있음

피해자 서비스에 경제적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학대 / 폭력

문의할 수 있는 곳

문의할 수 
있는 곳

경찰을 방문 혹은 전화

다음 재판 시까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임시 명령을 요청할 

수 있음

2004 여성 가정폭력 법원 옹호 서비스(Women’s Domestic Violence Court Advocacy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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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기로 결정하기
여성이 폭력적인 통제와 학대의 관계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은 흔한 
오해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실제로 떠나고 많은 수가 떠나려 시도하지만, 학대 
관계에서 벗어나는 일은 매우 어렵고 외로우며, 종종 위험합니다. 어떤 여성들에게 
떠난다는 것은 가족과 지역사회의 지지 네트워크를 잃고 경제적 안정, 집, 희망, 꿈을 
잃는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폭력적인 관계를 영원히 떠나기 위해서는 평균적으로 여섯 차례의 시도가 
필요합니다. 매번 여성은 더 강해지고 분명해지며 자신감이 생깁니다. 폭력에서 
벗어나고자 할 때 여성이 맞이하는 난관은 벅찰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여성이 
폭력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자신과 자녀들을 위해 안전하고 보람 있는 삶을 찾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떠나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성은 폭력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안전을 찾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안전이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떠나는 때가 가장 위험한 
때가 될 수 있습니다. 떠나기 전에 자신과 자녀를 위해 분명한 안전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준비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 가정 폭력 핫라인 (Domestic Violence Hotline)에 전화하여 귀하와 자녀를 위한 
안전한 거처를 준비하십시오. 

●● RSPCA에 연락하여 애완동물을 위해 안전한 거처를 준비하십시오. 
●● 가정 폭력 종사자에게 지원을 요청하여 귀하의 선택사항을 논의하고 ADVO 등 

본인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십시오. 
●● 교통수단을 미리 준비하십시오. 
●●  계획한 안전 장소로 이동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 돈, 서류, 옷, 예비 열쇠와 함께 짐을 준비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십시오. 
●● 법적 조언을 받으십시오. 
●● 응급 서비스 / 연락처 및 지원 서비스가 전화기에서 가능하도록 하십시오.
●● 의사에게 상해에 대한 서류 작성을 의뢰하십시오. 
●●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새로 이동하고자 하는 장소를 말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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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날 때 무엇을 가져가야 할까요?
다음은 떠날 준비를 할 때 도움이 되는 유용한 목록입니다. 아래 물품을 가져가는 것이 
안전한 경우에만 그렇게 하십시오. 귀하와 자녀의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중에 경찰의 도움을 받아 돌아와서 소지품을 가져갈 수 있을 것입니다.

체크리스트 (네모 공란에 표시)
□ 운전면허증, 은행 상세정보, 신용카드, 
□ 귀하와 자녀의 출생/혼인/이혼 증명서 
□ Centrelink 문서, 이민 서류 
□ 차량 및 집 열쇠 
□ 귀하와 자녀의 여권 
□ 차량등록증
□ 진료 기록, 약품 및 Medicare 상세정보 
□ 납세 및 고용 서류 
□ 보호 및 가족 법률 서류를 포함한 법원 서류 
□ 임대, 모기지, 법률 서류, ADVO 사본 
□ 옷 

□ 개인 주소록 
□ 자녀가 좋아하는 장난감 및 기타 안정을 줄 수 있는 물품 
□ 보석 및 사진 등 개인 귀중품 또는 파괴될 것이 걱정되는 물품

떠난 후 안전하게 지내기
학대 관계에서 벗어난다고 해서 언제나 즉시 안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당신과 자녀가 떠난 후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조언입니다.

●● 법률 조언을 받으십시오. 당신의 권리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십시오.  
●● 응급 서비스 / 연락처를 전화기에 저장해두십시오.  
●● 자녀의 학교 / 보육원에 자녀를 데려갈 계획을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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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ADVO를 지참하십시오.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사본을 맡기십시오. 상황이 
바뀌면, 지방법원에 상황 변화에 따른 변경을 신청하십시오.  

●● 소지품을 찾기 위해 집에 돌아가야 한다면 경찰에 도움을 구하십시오.  
●● 은행, 우편 및 전화 연락처 변경을 고려하십시오.  
●● 전화번호와 발신자 ID를  비공개로 사용할 것을 고려하십시오.  
●● 오스트레일리아 선거관리위원회(Australian Electoral Commission)

에 요청하여 선거인 명부에서 당신의 이름과 연락처를 제거하도록 할 것을 
고려하십시오.  

●● 평상시 이용하는 쇼핑센터를 가지 마시고 일상적 생활 패턴을 바꾸십시오.  
●● 집 보안을 강화하십시오.(자물쇠 교체, 보안 체인, 센서등 설치)  
●● 이웃들에게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면 경찰에 신고하도록 하여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 파트너가 ADVO를 위반하면 즉시 경찰에 알리십시오.  
●● 가정 폭력 지원 종사자 / 상담사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 Centrelink에 문의하여 당신과 파트너의 공동 서신을 즉시 변경하도록 하십시오.

온라인 안전
학대자들은 테크놀러지를 남용하여 피해자의 행동을 통제하거나 감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테크놀러지는 또한 당신의 안전을 지키고 정보와 자원, 지원에 
연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테크놀러지를 차단하는 것은 해답이 아닙니다. 
때로는 당신의 기기를 통해 누군가 당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지원 종사자나 믿을 수 있는 친구에게 테크놀러지를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 폭력과 가족 폭력을 경험하였고 전화 감시가 걱정된다면 WESNET을 통해 
무료 안전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800 WESNET (1800 937 638)으로 
전화하십시오.

테크놀러지를 좀더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한 몇 가지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밀번호/PIN을 보호하거나 변경하십시오. 생일, 별명, 가족 정보 등 개인 정보를 
피하여 학대자가 추측하기 어려운 이메일과 다른 온라인 계정(온라인 뱅킹, 
소셜미디어, 앱/클라우드 계정, PayPal, Opal 등) 비밀번호를 선택하십시오. “나의 
전화기 찾기”와 같은 앱이 실행되어 당신의 위치를 GPS로 원격 추적하는 iCloud
와 Google등의 앱 로그 정보를 변경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비밀번호는 안전한 
기기에서 변경해야 합니다. 저장된 비밀번호는 대부분의 브라우저에서 접속하고 볼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 저장하기”를 클릭하지 않음으로써 비밀번호를 볼 수 없도록 
하거나 비공개 브라우징을 이용하여 검색 기록과 비밀번호가 기록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사용 중인 브라우저 이름(예: Chrome, Safari, Internet Explorer)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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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된 비밀번호 삭제”를 검색하여 저장된 비밀번호를 삭제하는 법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비공개 브라우징을 사용하십시오. 기기(전화기, 컴퓨터, 태블릿)에서 방문한 모든 
웹사이트는 일반적으로 해당 기기에 기록되며 웹브라우저 설정을 통해 조회될 
수 있습니다. 비공개 검색을 이용할 때 검색 내역이 기록되지 않으며, 비밀번호와 
자동 완성 정보가 저장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Incognito (Chrome), InPrivate 
(Internet Explorer) 및 Private browsing(Firefox 및 Safari)이 있습니다. 
사용을 종료하고 세션을 마치기 전에 비공개 브라우징을 꼭 종료하십시오. 전화기나 
태블릿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비공개 탭을 모두 닫아야 합니다.

안전한 컴퓨터를 사용하십시오. 인터넷을 사용해야 하지만 계속 학대자와 함께 살고 
있다면, 직장, 공공도서관, 커뮤니티 센터, 믿을 수 있는 친구의 집, 인터넷 카페, 여성 
보호소 컴퓨터를 사용하십시오. 이것은 특히 민감한 웹사이트를 볼 때 중요합니다. 
학대자가 잘 사용하지 않는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인터넷 기록을 삭제하십시오. 누군가 당신이 어떤 웹사이트를 방문했는지 보는 것이 
걱정된다면, 브라우징 기록에서 삭제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검색 기록을 삭제할 
경우 학대자가 의심을 할 것 같다면 일부 웹사이트만 삭제하는 것도 좋습니다. 
컴퓨터에서 검색 기록을 보거나 변경하려면 웹브라우저를 열고 Ctrl+H(Windows) 
또는 Command+H(Mac)를 누르십시오. 전화기에서 검색 기록을 삭제하는 방법은 
iPhone 또는 Android 사용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전화기에서 검색 기록을 삭제하는 
방법에 대한 동영상은 www.esafety.gov.au/women 을 통해 확인하십시오.

대체 이메일 계정을 만드십시오. 학대자가 접속할 수 있는 컴퓨터에서는 대체 계정을 
만들거나 사용하지 마십시오. 좀더 안전한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익명 사용자 
이름과 계정을 만들고 자신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하지 마십시오. 이 이메일 
주소에는 신원을 나타내는 것(예: 본인의 이름, 출생 연도)을 쓰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기기에 접속할 수 있다면 내장된 메일 앱 삭제를 고려하십시오. 또한 기존 
계정에서 “메일 포워딩”이 활성화되었는지도 확인해보십시오. www.esafety.gov.
au/women에서 “메일 포워딩” 설정 방법에 대한 영상을 확인하십시오.

http://www.esafety.gov.au/women
http://www.esafety.gov.au/women
http://www.esafety.gov.au/women


Charmed and dangerous | 건강한 관계를 되찾기 위한 여성 가이드 27

소셜미디어 설정. 소셜미디어 계정의 개인정보보호 설정을 확인하고 
업데이트하십시오. 온라인 상에서 당신에 대한 정보 공유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2단계 인증 사용을 고려하십시오. 많은 계정들에서 2단계 인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인증은 이메일, 문자, 전화로 다른 사람이 귀하의 계정에 로그인하려 
시도하고 있음을 알리는 추가 보안 설정입니다.

사진을 이용한 학대. 귀하의 동의 없이 은밀한 사진을 기록하거나 공유하는 것, 또는 
공유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하지만 사진을 이용한 학대는 3명의 학대 
중 1명에게 영향을 미치는 흔한 행위입니다.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다면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은밀한 사진이 온라인에 공유된다면 eSafety 국장이 사진을 
제거하도록 도움을 주고 사진을 게시한 사람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에서 www.esafety.gov.au/report/image-based-abuse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스파이웨어. 스파이웨어는 컴퓨터, 태블릿, 스마트폰 등의 기기에 설치하여 비밀리에 
개인 정보를 감시하는 악성 소프트웨어입니다. 스파이웨어는 키스트로크 기록(
타이핑으로 입력된 모든 정보), 사진/동영상, 소셜미디어 계정, 앱, 연락처, 노트, 
검색 기록,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이메일, 위치 등에 접근하고, 카메라나 마이크, 
통화 녹음을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스파이웨어를 이용하여 당신의 기기에서 뭔가를 
지우거나 특정 웹사이트 또는 번호를 차단하고 원격으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기기에 스파이웨어를 설치하려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직접 기기에 접근해야 합니다. 
PIN 즉 비밀번호로 기기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어 수단입니다. 또한 기기의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기에서 SIM 카드를 바꾸는 것으로는 
스파이웨어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스파이웨어가 작동하려면 인터넷에 접속해야 
합니다. 필요하지 않을 때 위치 설정, 셀룰러 데이터, Wi-Fi 및 Bluetooth를 끔으로써 
안전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장 초기화 리셋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앱을 다시 다운로드할 것인지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동영상은 eSafety Women www.esafety.gov.au/women 

http://www.esafety.gov.au/report/image-based-abuse
http://www.esafety.gov.au/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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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오라는 요구에 저항하기
통제와 학대, 폭력 관계에서 벗어난 후 후회와 재결합을 생각하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은 관계의 상실을 겪을 때 나타나는 슬픔의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감정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대자가 당신이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쓰는 전략은 여러 가지입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 너그러움을 유지할 것과 더 나은 미래를 약속하며 선물 제공 
●● 사과를 하고 학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변화를 약속
●● 정서적 협박 - 당신에게 죄책감을 느끼도록 하거나 가해자 없이 살 수 없도록 

만들려 함  
●● 자해를 하거나, 당신이나 자녀에 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을 손상시키겠다는 

위협  
●● 방문, 전화, 문자 메시지로 괴롭히고 위협하기

이용하는 전략은 각각의 관계에 따라 다르며 다음과 같은 대처 방법이 있습니다. 

●● 학대자의 행동이 당신에 대한 통제와 학대를 연장하기 위한 것임을 인식합니다.  
●● 전문 상담을 통해 도움을 구합니다.  
●● 가정 폭력 피해자 지원 그룹에 참석합니다.  
●● 견실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 법률 조언을 받거나 ADVO를 취득합니다.  

이때 지역 지원 서비스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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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적인 관계에서 벗어난 후의 감정
학대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은 본인과 자녀를 위한 긍정적인 선택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혼자서 과도기를 극복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학대 관계를 겪는 여성들을 도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지원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학대 파트너가 연루되어 있을 경우 당신의 개인적 안전과 법적 권리를 
지키기가 더 어렵습니다.

이별 - 어떤 느낌일까요?
이별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 단계를 거치고 재정착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정의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아내/
파트너 그리고/또는 엄마로서 당신의 역할이 당신 자신을 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 벗어나면 정체성의 실제적 상실감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아내/
파트너로서의 역할에서 한 개인으로 변천하는 과정은 고통스러우며 원하는 만큼 
빠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충격 
거부

수용 
낙관 

해방감
초연 
체념 
고립 

무관심

분노 
거부 
근심 
왜?

우울 
외로움 
공포 

죄책감

상실 성장

슬픔과 상실감의 5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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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도기에는 새로운 방식으로 자신을 알아가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제 당신은 
자기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된다는 것은 멋진 느낌인 동시에 두려운 
느낌입니다. 이런 책임감을 경험하는 자유가 처음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이 
누구인지, 삶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내는데 많은 시도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정상입니다. 자신이 잘 하는 것으로부터 배우고 동시에 실수로부터도 배우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분명히 모든 감정이 전보다 강력해짐을 느낄 것입니다. 배신감과 슬픔, 
분노, 즐거움, 자유, 약함과 강함을 동시에 느낄 수도 있습니다. 온갖 감정 때문에 
미쳐버릴 듯한 느낌을 가질 수도 있으며 이는 때로는 압도적이고 모순되며 예상치 
못한 것입니다.

당신은 미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감정은 당신의 일부, 변화하는 일부입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온전히 느끼고 그런 감정을 느낀다고 해서 
자신을 재단하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하나씩 지나갈 것입니다.

슬픔
슬픔은 관계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슬픔을 느낄 때 마음껏 
우십시오. 울음이 영원히 멈추지 않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죽음에 직면했습니다. 관계의 죽음에 직면하고 있으며 애도가 끝나면 눈물은 
그칠 것입니다. 특히 심한 학대를 겪었다면 슬픔을 느끼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이 그리워하는 좋은 것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좋은 것들을 위해 대가를 치렀습니다. 아주 큰 대가를.

행복감
당신은 그 관계에서 벗어날 때 큰 행복감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 행복감은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당신이 분명한 결정을 
내렸을 때 느껴집니다. 행복감은 스스로 다시 일어나는데 에너지를 줄 수 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한달 또는 일년이 지나면 슬픔이나 분노, 우울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정상적이며 변화나 이별의 과정입니다. 언젠가 슬픔의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사람마다 시기는 다르며 대개 당신이 스스로 각 단계를 완전히 거치며 온전히 느끼면 
그 과정은 끝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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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
이별 후에 그 이전보다도 더 심한 분노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쌓이고 부인했던 모든 분노를 갑자기 경험할 수도 있으며, 당신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한 것과 무기력함에 대해 쌓여 있던 좌절감이 함께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분노를 느껴도 안전합니다. 그러한 분노가 정상적임을 받아들이십시오. 분노는 
힘과 동기를 줄 수 있습니다. 분노를 당신에게 도움이 되도록 이용하십시오. 스스로 
분노를 느끼도록 하는 목적은 건설적으로 분노를 표현하여 분노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주변으로 분노를 돌리지 말고 분노심을 복수에 이용하지 마십시오. 
복수는 장기적으로 자신에 대한 존중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분노에 대한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슬픔의 증상
이별이 진행되는 동안 신체적 스트레스와 정서적 스트레스 반응을 경험하는 것은 
정상적인 일입니다. 신체적 증상으로는 수면장애, 설사나 변비, 메스꺼움, 심박수의 
변화, 월경 변화, 체중의 증가나 감소 등이 있습니다. 심리적 증상으로는 슬픔, 
절망, 허무, 초조함과 짜증, 자주 우는 현상, 집중력 저하, 결정 장애, 기억력 감퇴가 
있습니다. 운동(즉, 걷기, 조깅, 사이클 등)이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불안과 통제력 상실
당신은 분명 파트너의 기분을 예측하고 신호를 파악하여 안전 여부를 판단하고 
예측하여 반응하는데 익숙해졌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 관계에서 벗어난 후에 
파트너가 없다는 것에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통제력을 잃었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안전하다는 느낌이 사라집니다. 변화 기간 중에 통제력의 
상실감은 흔히 나타납니다. 당신은 통제의 중심을 파트너에서 자기 자신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자유로워진만큼 두려워질 수 있고, 이는 단지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방향성 상실
그 관계에 대한 당신의 관점이 바뀌었기 때문에, 당신은 과거와 자기 자신, 파트너를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방향성을 상실한 것처럼 느끼고 자신의 기억과 
자신이 내렸던 결정을 의심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좋은 시기나 나쁜 시기를 
선택적으로 기억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입니다. 당신의 상황이 바뀌었고 
정보가 추가되었으므로 과거에 대한 시각도 바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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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움
시간이 지나면 친구들이 바뀌고 관심사와 걱정거리도 바뀔 수 있습니다. 친구들은 
당신의 새로운 입장으로 인해 위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친구들이 파트너의 편을 들 
수도 있습니다. 전 시댁 식구들이 당신을 거부한다면 큰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바라는 것보다 피가 더 진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신뢰 혹은 열의를 
보낼 수 있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이며 자기 방어를 위한 
현상입니다. 당신은 혼자서 조용히 살길 원할 수도 있지만 우정은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지금은 우리를 재단하지 않는 친구가 중요합니다. 초대를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연락을 하십시오. 본인을 고립시키는 것이 덜 고통스러운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길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화해의 유혹
일단 떠난 많은 여성들이 완전히 떠나기 전에 여러 차례 다시 돌아갑니다. 소위 “
허니문” 기간이라고도 하는 시기는 사실 학대자들이 장악과 통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이용하는 기만 전술입니다. 당신이 떠나 있는 동안 파트너는 돌아올 것을 
부탁하고 변화했음을 약속하고, 다시는 상처를 주지 않겠다고 말하여 거부할 수 없는 
화해의 유혹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전에도 그러한 약속을 들었습니다. 기존의 
관계를 지킬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의 삶을 쌓아 올릴 상호 존중의 강력한 
토대가 있는지 시간을 두고 살펴봐야 합니다. 대개는 시간이 지나면 파트너가 자신의 
약속을 지키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관계
새로운 관계는 이전의 관계에 대한 기억을 떠오르게 할 수 있습니다.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힘든 노력과 많은 헌신, 소통이 필요합니다. 과거 상호의존의 삶을 다시 
선택하기 전에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을 만큼 자신이 강해졌는지 확인하십시오. 
삶에는 굴곡이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시기에는 자신이 강하고 
할 수 있다는 느낌을 받을 것이며 나쁜 시기에는 우울과 약함을 느낄 것입니다. 나쁜 
날들이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며 어려운 시기에 자신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많은 여성들이 이별을 한지 일년째 되는 시기가 특히 
고통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을 가까운 친구들과 보내도록 계획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종사자와 연락하여 
지지와 지원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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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돕는 방법
●● 자신의 감정을 완전히 표출하십시오. 감정을 느끼는 자신을 재단하지 마십시오. 

감정을 하나씩 흘려 보내게 될 것입니다.  

●●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거나 산책을 하고, 침대에 
몸을 맡겨 독서에 빠져보는 등 자신을 보살피는 행동을 하십시오. 당신은 자신을 
소중히 보살필 권리가 있습니다.  

●● 영양이 풍부한 과하지 않은 식사를 정기적으로 하면서 운동을 하여 긴장을 
푸십시오. 자신을 돌보십시오.  

●● 새로운 환경에서 자신에 대한 통제력을 찾으십시오. 규칙적인 일상을 만드십시오. 
매일 작은 목표를 세워 달성하고 자신이 가는 곳과 만나는 사람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안전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십시오.  

●● 지역사회의 도움이 되는 자원과 지지 그룹을 찾아서 활용하십시오. 편부모 
지원 서비스와 무료 지역사회 상담 서비스, 레크레이션 센터와 교육 자료를 
이용하십시오. 이러한 서비스에 대해 모르신다면 본 책자의 뒷면에 있는 
전화번호를 살펴보십시오.  

●● 명절이나 기념일과 같은 특별한 날은 특히 힘들 수 있습니다. 당신과 자녀를 위해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시간을 통해 같은 경험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른 일을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 친구나 
이웃과 저녁 식사나 바비큐 모임을 갖고 휴일에는 동네를 벗어나 다른 곳에 갈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더 필요할 경우
학대의 관계에서 벗어났을 때 위에 언급된 온갖 감정을 느끼는 것이 정상이며 당신의 
삶이 격변의 상태임을 느끼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자살 충돌, 자신이나 자녀를 
돌보지 않을 만큼의 우울, 너무 많은 음주로 자신의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의 도취 
상태, 과도한 지출이나 문란함, 사람들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부수는 수준의 분노가 
나타날 경우 도움을 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상담사가 당신을 압도하는 감정을 
극복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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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폭력 이후 육아
학대로 인해 당신의 자녀양육 방식이 변했을 수도 있습니다. 힘든 시기에 우리의 
행동과 사람들과 연결하는 방식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부모로서 당신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생각하고 당신이 
원하는 여성, 그리고 부모가 되는데 도움이 되는 단계를 취하십시오.

현재 당신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유용한 양육 도움말:

●● 자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일어날 것인지 상황을 설명해주십시오.  

●●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지고 자녀에게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자녀에게 
안전하다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 자녀 양육에서 일관성을 유지하십시오.  

●● 정상적인 일상을 만드십시오.  

●● 조부모, 선생님, 청소년 종사자, 전문 상담사 등 지원 네트워크를 만들고 
유지하십시오.  

●● 시간을 내어 즐거운 가족 시간을 보내십시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

●● 자녀에게 학대는 용납할 수 없는 것임을 가르쳐주십시오.  

●● 폭력적이지 않은 문제 해결 기술의 모범을 보이십시오.  

●● 자녀에게 당신의 경험을 말해주고 자녀의 걱정거리를 들어주십시오.  

●● 자녀의 독립심을 키워주고 자녀가 자신의 감정과 친구, 활동, 의견을 가질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십시오.

●● 안정적인 일상으로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십시오.  

●● 자녀와 안전 계획을 세우십시오.  

●● 자녀와 함께 하고 걱정거리를 들어주고 소통의 길을 열어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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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위한 사랑과 보살핌

자녀 양육

정서적 안정감 
촉진
• 자녀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 부드럽게 대하십시오
• 믿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신뢰와 존중
• 자녀가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친구, 활동, 
의견을 인정하십시오 

• 독립성을 높여주십시오 
• 프라이버시를 허용하십시오 

• 타인에 대한 감정을 
존중하십시오 

• 자녀를 믿으십시오 

자신 
돌보기

• 귀하 
본인의 시간을 

마련하십시오 
• 본인의 건강을 

유지하십시오 
• 친구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애정 보여주기
• 언어와 신체적 행동으로 애정을 

표현하십시오 
• 자녀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상처를 

받았을 때 다정하게 대하십시오 
신체적 안전 
제공하기
• 음식과 쉼터, 옷을 

제공하십시오 
• 개인 위생과 영양을 

가르쳐주십시오 
• 안전을 감독하십시오 
• 가족의 규칙적인 일상을 

유지하십시오 
• 상처를 돌보십시오 

격려와 지원
• 단호해지십시오 

• 자녀가 본인이 
관심이 있는 것을 

추구하도록 격려하십시오 
• 자녀가 귀하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십시오 

• 더 나아지는 모습을 인정하십시오 
• 새로운 기술을 가르치십시오 

• 실수할 여지를 주십시오 

시간 내어주기
• 활동, 학교, 스포츠, 특수활동 및 기념, 친구 

등 자녀의 생활에 참여하십시오 
• 자녀를 귀하의 활동에 참여시키십시오 

• 자녀에게 본인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훈육하기
• 일관성을 
유지하십시오 

• 규칙이 자녀의 연령과 
발달 정도에 적절한지 

확인하십시오 
• 한계와 기대치를 분명히 하십시오 
• 처벌이 아닌 훈육으로 지도하십시오 

출처, 가정 폭력 중재센터, 미네소타주 덜루스(Domestic Abuse Intervention Centre Duluth, Minneso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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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 information and help
응급 서비스
000 전화

핫라인
Women’s Domestic Violence Court Advocacy Service(여성 가정폭력 법정 
옹호 서비스)
가정폭력 상황에 처한 여성들을 위한 정보, 법원 옹호 및 위탁 알선 서비스와 ADVO
를 받기 위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 1800 WDVCAS 또는 1800 938 227
1800 RESPECT(24 시간)● 1800 737 732
Child Protection Helpline(아동 보호 헬프라인)● 132 111
Domestic Violence Hotline NSW(가정 폭력 핫라인)● 1800 656 463
Rape Crisis Helpline(강간 위기 헬프라인)●  1800 424 017
Family Relationship Advice Line(가족 관계 조언 전화)● 1800 050 321
Lifeline(라이프라인)● 131 114
NSW Ageing and Disability Abuse Helpline 
(노인 및 장애인 학대 헬프라인)● 1800 628 221
National Disability Abuse and Neglect Hotline 
(국가 장애인 학대 및 방치 핫라인)● 1800 880 052
Disability Rights Information Service(장애인 권리 정보 서비스)● 1800 422 015
Family Law National Enquiry Line 
(가족 법률 문의 전화) (가정법원 절차 도움 제공)● ●

● 1300 352 000
Mensline(남성 전화)● 1300 789 978
Men’s Referral Service(남성 의뢰 서비스)● 1300 766 491
NSW Rape Crisis Line(NSW 강간 위기 전화) ● 1800 424 017
Parentline(부모 신고 전화) ● 1300 130 052
Victims Services Access Line(피해자 서비스 전화)● 1800 633 063
Relationships Australia 1300 364 277

법률 서비스
LawAccess NSW 1300 888 529
Women’s Legal Service(여성 법률 서비스) NSW 1800 801 501
Seniors Rights Service(노인 권리 서비스) 1800 424 079
Domestic Violence Unit(가정폭력 전담반), Legal Aid NSW 02 9219 6300
Community Legal Centres NSW(지역사회 법률 센터 NSW) 02 9212 7333
Legal Aid NSW Child Support Service(NSW 아동 지원 서비스) 1800 451 784
Tenant’s Advice Line(임차인 조언 전화)  1800 251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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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민 서비스
WLS Indigenous Women’s Legal Contact Line 
(원주민 여성 법률 전화) 1800 639 784
Aboriginal Legal Service NSW/ACT family law and child protection service 
(애보리진 법률 서비스 NSW/ACT 가정법률 및 아동 보호 서비스) 1800 733 233
Centrelink Indigenous Call Centre 
(센터링크 원주민 콜센터) (무료) 1800 136 380
Victims Servies(피해자 서비스)(애보리진 신고 전화) 1800 019 123
Wiringa Baiya Aboriginal Women’s Legal Centre 
(Wiringa Baiya 애보리진 여성 법률 센터) 1800 686 587  
 (02) 9569 3847
Aboriginal Legal Service(애보리진 법률 서비스) 1800 765 767

LGBTIQ services (LGBTIQ 서비스)
ACON (02) 9206 2000 
Inner City Legal Centre, Safe Relationships Project 
(이너시티 법률 센터, 안전한 관계 프로젝트) (02) 9332 1966  
QLIFE (매일 오후 3.00 – 오전 12.00) 1800 184 527
Twenty10
12-26세 젊은이들을 위한 전문 서비스를 포함하여 다양한 성, 성정체성을 가진 
사람들과 그들의 가족, 지역사회를 지원하는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02) 8594 9555 
 농촌 무료 전화: 1800 65 2010
The Gender Centre(젠더 센터) (02) 9569 2366

긴급 숙박 서비스
Link2Home 1800 152 152
Housing NSW Contact Centre(NSW 주택부 문의 센터) 1300 468 746
Domestic Violence Line(가정 폭력 신고전화 (24시간) 1800 65 64 63

금융 서비스
Financial Rights Legal Centre(금전적 권리 법률 센터) 1800 007 007
Centrelink Crisis Payments(Centerlink 위기 수당 지급) 132 850
Child Support (아동 지원)(복지부) 131 272
Centrelink Multilingual Phone Service 
(Centerlink 다중언어 전화 서비스) 131 202
복지권 1800 226 028
Salvos Emergency Relief(Salvos 비상 구제조치) 1300 371 288

https://www.iclc.org.au/our-services/safe-relationships-project/
http://www.qlife.org.au
http://www.gendercentre.org.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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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및 정신건강 서비스
Mental Health Line(정신건강 신고전화) 1800 011 511
Beyond Blue 1300 224 636
QLIFE 1800 184 527
Suicide Call Back Service(자살 상담 전화 서비스) 1300659 467
Alcohol and Drug Information Service 
(알코올 및 약물 정보 서비스)  1800 422 599
Gambling Helpline(도박 헬프라인) 1800 858 858

Culturally and Linguistically Diverse communities 
(다양한 문화 및 언어 커뮤니티)
Immigrant Women’s Speakout Association 
(이민 여성 발언 협회) 02 9635 8022
Immigration Advice & Rights Centre 
(이민자 조언 및 권리 센터) 전화 조언: (02) 8234 0799  
 또는 예약: (02) 8234 0700
통번역 서비스(TIS National) 131 450

아동 및 청소년
Child Protection Helpline(아동 보호 헬프라인) 132 111
Kids Help Line(아동 헬프라인) 1800 551 800
Youth Emergency Accommodation Line 
(청소년 긴급 숙박 전화) (02) 9318 1531 또는  1800 42 4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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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정보: 웹사이트
1800 Respect www.1800respect.org.au
ACON www.acon.org.au
Ask Lois www.asklois.org.au
Domestic Violence NSW www.domesticviolence.nsw.gov.au
Best for Kids www.bestforkids.org.au
LGBTIQ relationships violence www.anothercloset.com.au
Family Relationships Online(상호 연계가  
아닌 오스트레일리아 전역 FRC 접속 지점입니다) www.familyrelationships.gov.au
LawAccess NSW www.lawaccess.nsw.gov.au
가정폭력 법률 도움 www.familyviolencelaw.gov.au
테크놀러지 안전 www.techsafety.org.au
eSafety Women www.esafety.gov.au/women
Tenants Advice & Advocacy Service 
(임차인 조언 및 옹호 서비스) www.tenants.org.au
Legal Aid NSW www.legalaid.nsw.gov.au
Rape and Domestic Violence Service Australia 
(오스트레일리아 강간 및 가정 폭력 방지 서비스) 
 www.rape-dvservices.org.au
Safe Beds for Pets Program 
(애완동물을 위한 안전 쉼터 프로그램)    www.rspcansw.org.au/what-we-do/ 
 working-incommunities/ 
 communitydomestic-violence-program
Victims Services (피해자 서비스) www.victimsservices.justice.nsw.gov.au
Women’s Legal Service(여성 법률 서비스) www.wlsnsw.org.au
LGBTIQ www.acon.org.au
Inner City Legal Centre, Safe Relationships Project 
(이너시티 법률 센터, 안전한 관계 프로젝트) www.iclc.org.au/srp
QLIFE www.qlife.org.au
Twenty10 www.twenty10.org.au
The Gender Centre(젠더 센터) www.gendercentre.org.au

http://www.1800respect.org.au
http://www.acon.org.au
http://www.asklois.org.au
http://www.domesticviolence.nsw.gov.au
http://www.bestforkids.org.au
http://www.anothercloset.com.au
http://www.familyrelationships.gov.au
http://www.lawaccess.nsw.gov.au
http://www.familyviolencelaw.gov.au
http://www.techsafety.org.au
http://www.esafety.gov.au/women
http://www.tenants.org.au
http://www.legalaid.nsw.gov.au
https://www.rspcansw.org.au/what-we-do/working-in-communities/community-domestic-violence-program/
https://www.rspcansw.org.au/what-we-do/working-in-communities/community-domestic-violence-program/
https://www.rspcansw.org.au/what-we-do/working-in-communities/community-domestic-violence-program/
http://www.victimsservices.justice.nsw.gov.au
http://www.wlsnsw.org.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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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커뮤니티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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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출판물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 책자이며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법률 조언을 
원하신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This publication is available in Arabic, Dari/Farsi, Korean, Simplified 
Chinese, Spanish and Vietnamese.

이 출판물 내용 속 정보는 출판 시 정확했습니다. 그러나 바뀔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LawAccess NSW, 1300 888 529로 문의하십시오.

 © Legal Aid NSW 2020

온라인 책자 문의 www.legalaid.nsw.gov.au/publications 또는 이메일: 
publications@legalaid.nsw.gov.au 

Legal Aid NSW 서비스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저희에게 연락하시는데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통역 서비스가 필요하시면, 131 450(오전 9시 – 오후 5시) 번호로 
Translating and Interpreting Service(TIS National)에 전화하셔서 
LawAccess NSW를 요청하십시오.

청각 또는 언어 장애가 있으신 분은 133 677 번호로 National Relay 
Service(NRS)에 전화하셔서 LawAccess NSW를 요청하시거나 
웹사이트(www.relayservice. gov.au)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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