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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폭력이란?
폭력이란
가정 폭력(domestic violence)은 관계가 지속되는 가운데 또는 관계가 끝난 후에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폭력이나 학대 행동입니다. 가정 폭력은 신체적 폭력이나 성폭력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지배하거나 위협하려고 하는 기타 형태의 학대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존중, 정직, 신뢰는 건강한 관계의 필수 요소입니다. 관계로인해 마음의 상처를 갖거나
화가나는것은 당연하지만, 공포나 굴욕, 억압을 느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여러 종류의 가정 폭력이 형사 범죄인 한편 모든 종류의 가정 폭력(신체 폭행과 성폭행, 협박,
희롱과 기타 형태의 정서적 학대, 재정적 학대 또는 착취)이 해롭습니다. 본인이나 다른 사람이
폭력적이거나 학대적인 관계 가운데 있었거나 있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폭력과 학대는 결코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가정 폭력을 경찰에 신고할 수 있나요?
있나요
예. 가정 폭력은 경찰에 신고해도 됩니다. 경찰과 사법 제도가 개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이유는 안전을 지키고 폭력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범죄를 경찰에 신고할 때 도와주는
사람이 함께 있어도 됩니다.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있나요
•
•

•

•

경찰: 당장 위험한 상태라면 911 에 전화하십시오.
피해자 서비스(Victim Services): 지역 사회 기관이나 경찰서에 있으며 정서적 도움,
사법 제도 정보, 안전 계획, 상담 및 기타 서비스 소개, 피해자 재판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피해자 링크(VictimLINK): 모든 피해자에게 정보 및 소개 서비스를, 가정 폭력
피해자에게는 즉시 위기 대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비밀이 보장되는 익명의 다국어
서비스입니다. 하루 24 시간 연중무휴 전화하십시오. VictimLINK: 1-800-563-0808 또는
웹사이트 www.VictimLinkBC.ca.
임시 거처와 안전한 집: 가정 폭력 피해자와 자녀에게 안전한 임시 거처를
제공합니다. 웹사이트 www.BCHousing.org 에서 Housing Options > Emergency
Housing 을 보십시오.

학대적인 관계의 일부 징후는 무엇인가요?
무엇인가요
•

•
•
•
•

파트너가 꼬치꼬치 따지거나 소유물처럼 대하나요?
파트너가 소리를 지르거나, 멸시하거나, 욕을 하나요?
파트너가 일을 못하게 하거나 교육을 못 받게 하나요?
파트너가 성질을 부리거나 두렵게 하나요?
내가 다치지 않으려고 나 자신을 즐겁게 하기보다 파트너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나요?

도움이 필요하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
•
•
•
•
•
•
•

본인이나 자녀가 당장 위험하거나 긴급 치료가 필요하면 911 에 전화하십시오.
본인이나 자녀가 안전한 곳에 있지 않으면 안전한 곳으로 가십시오. 임시 거처나 안전한
집을 찾으려면 피해자 링크(VictimLINK)에 연락하십시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신뢰하는 사람에게 말하십시오. 친구나 가족이 정서적 위로나 실제적인
도움을 주도록 허락하십시오.
피해자 링크의 다음 번호로 피해자 서비스에 연락하십시오: 1-800-563-0808.
피해자 서비스 담당자의 도움을 받아 안전 계획을 세우십시오. 안전 계획은 본인과 자녀가
폭력 상황 때문에 처하게 된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계획입니다.
신체 상해나 성폭행을 당한 후 가능하면 빨리 병원이나 워크인 클리닉, 가정의에게 가십시오.
경찰에 연락하고 싶은데 긴급 상황이 아니라면 거주지 경찰서의 비응급 전화번호로
연락하십시오.
가정 폭력이나 자신의 권리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면 망설이지 말고 피해자 서비스
담당자에게 물으십시오.

가정 폭력과 관련하여 도움이 되는 정보
가정 폭력 BC(Domestic Violence BC)
• www.domesticviolencebc.ca
헬스링크 BC(HealthLinkBC)
매일 24 시간 무료 전화: 811 또는 www.HealthLinkBC.ca
• 손쉬운 비응급 건강 정보 및 서비스 이용
• 요청 시 130 여 언어로 통역 서비스
•

BC 간호사 상담 전화(BC NurseLine)
• 전화: 매일 24 시간 1-866-215-4700
• 130 개 언어로 통역 서비스
어린이를 위한 도움의 전화(Helpline for Children)
• 전화: 하루 24 시간 310-1234
법률 서비스 협회(Legal Services Society)(LSS 콜센터와 법률 정보 전화(LawLINE))
• 전화: 604-408-2172 또는 1-866-577-2525

영어를 못하거나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하나요
VictimLINK BC 에서 BC 주에서 사용되는 모든 주요 언어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VictimLINK 전화: 1-800-563-0808 또는 웹사이트 www.VictimLinkBC.ca

이 정보 안내지의 제작은 캐나다 정부와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의 자금 지원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