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 폭력이란 무엇
인가?

가정폭력은 친밀한 
관계에 있는 한 성인 

이 상대방에게 습관적으
로 가하는 난폭하고 강압
적인 행동을 말한다. 가정
폭력은 부부 갈등 문제가 
아니고, 사랑싸움도 아니
고 사사로운 가정문제도 
아니다. 

가정폭력은 반복되는 심
한 구타 및 위협이나 지배 
등, 눈에 뜨이지 않는 학대
를 의미한다.  

가정 폭력의 피해자
들은 누구인가?

통계에 의하면 남자 
희생자도 가끔 있지

만, 가정폭력의 희생자들
의 95%는 여자들이다. 누
가 희생자이던 간에 가정
폭력은 종교단체들이 다루
어야할 심각한 문제이다.

가정폭력은 얼마나 
자주일어 나는가?

미국과 캐나다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모든 가정의 28%가 가정
폭력을 체험한다고 한다. 
통계학자들은 이 숫자가 
너무 낮다고 한다. 왜냐
하면 대부분의 가정폭력 
사건이 보고되지 않기 때
문이다.

 가정폭력의 4가지 
기본 형태는 무엇 
인가?

육체적 폭력

때리고, 차고, 떠밀
고, 감금하는 육체적 학대
를 의미한다. 이는 자주 혹
은 드물게 일어날 수 있으
나 대부분은 세월이 갈수
록 점점 심해지거나 그 횟
수가 잦아진다.

성적 폭력

한쪽이 원치 않거나 거부
함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행하는 성행위이다.  

정신적 폭력

가족, 친척, 친구들을 만
나지 못하게 하고, 경제적
으로 지배하고, 말로나 정
신적으로 학대하고 위협
하고, 어디에 가고, 오고, 
하는 일 일체를 간섭하고 
지배하는 등의 행위를 의
미한다.

소유물이나 애완 동물 학대 

폭력 피해자가 소중히 여
기는 물건, 가구들을 파
손시키거나, 벽을 치거나,  
애완용 동물을 구타하거
나 살해하는 행동을 의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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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7) 860-2255
www.faithtrustinstitute.org

This brochure is also available in Spanish, Laotian, 
English, Vietnamese, and Traditional Chinese.
이 소책자는 또한 스페인어, 라오스어, 영어, 베트
남어 및 중국어로 입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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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학대 및 가정폭력 종결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합시다!

성적학대 및 가정폭력 불행의 
끝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합시다 

Korean



폭력 가해자는 어떤 
사람인가?  

폭력 당하는 여자들
의 경우와 같이 폭

력을 가하는 남자들도 어
느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
이 아니다. 폭력 가해자들
도 모든 사회계층, 배경, 
인종, 종교, 인생체험에서 
오는 사람들 이다. 그들은 
무직자일 수도 있고, 높은 
봉급을 받는 전문직에 종
사하는 사람일 수 도 있고, 
가정을 잘 부양하고, 건전
하고, 사회의 고위층에 있
는 사람일 수도 있고, 교
회에서 존경받는 교인일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이 가정 폭
력의 피해자인지 어
떻게 알 수 있나?

보통여자들이 다 다

른 것처럼 가정폭력 

희생자들도 다 다르다. 그

들은 여러가지 모양의 인

생경험, 여러가지 인종, 교

육, 종교 배경에서 온 사람

들이다. 즉 가정폭력의 희

생자가 당신이 거주하는 

지역은행의 부총재일수도 

있고 당신의 자녀들을 가

르치는 주일학교 교사일

수도 있고, 당신의 미용사

나 치과의사일 수도 있다

는 뜻이다. 누구든지 위에 

나열한 종류의 폭력들을 

체험하고있으면 가정폭력

의 희생자이다. 

피해자 여성은 왜 떠
나지 않는가?

폭력 가해자를 떠나
면 가해자의 폭력이 

더 심해질 까봐, 자녀들을 
뺏낄까봐, 혼자 힘으로 살
아갈 수 없을까봐 두려워
서이다. 

폭력사실이 드러나
면 내가 무엇을 해 

야 도움이 될 수 있을가?

•  희생자의 말을 열심
히 들어주고 그녀를 
믿어 주라.

•  폭력사건은 그녀의 잘못
이나 하나님의 뜻이 아님
을 말해 주라.

•  그녀는 혼자가 아니고 도
움이 가능함을 알려 주라.

•  도움을 받지 않으면 폭력
이 점점 더 심해지고 도
수가 잦아질 수 있음을 
알려 주라.

•  전문적인 도움을 찾도록 
인도하라.

•  폭력 희생자를 결혼 상담
자가 아닌, 가정 폭력 전문 
상담자에게 의뢰해 주라. 
임시보호소나 안전한 집
이나, 중재하는 기관을 찾
도록 도와주어 희생자를 
보호해 주라. 아무 대책없
이 집으로 돌아가라고 권
고 하는 것은 그녀 자신이
나 자녀들을 더 위험한 상
태에 빠자게할 수 있다. 

• 가해자에게 책임을 지우
는 일이다. 그의 폭력을 
과소 평가 하지 말라. 그의 
폭력 버릇을 고쳐 주기 위
해 가해자를 상담하는 전
문이를 찾아 전문적인 도
움을 받도록 격려하고 인
도하라. 그가 상담을 시작
한 후 에도 계속해서 폭력
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 계
속 피해자를 도와 주라.

•  두 사람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려면 위에 언급
한 과정들을 다 거친 후 
고려할 일이다.

 종교적인 교리는 가
정 폭력에대해 어떻
게 가르치고 있는가?

종교적인 가르침은 
가정폭력 문제를 다

룸에 있어 장애물도 되고 
좋은 자원이 되기도 한다. 
유대교나 기독교의 가르
침은 폭력을 정당화하지 
않는다. 그러나 가정 폭력
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왜곡하여 잘못 사용 할 수 
있는 가르침이 있기는 하
다. 가르침이나 성경 해석
이 잘못 사용될 때 폭력근
절에 큰 장애물이 된다. 

예를들면, 유대교의 평
화에 대한 교훈(Shalom 
Bayit)을 가정의 평화는 
오직 여자가 평화를 지키
고 남편에게 복종할 때에
만 오는 것, 즉 오직 여
자의 책임으로 잘못 해석
할 때, 그 가르침 (Shalom 
bayit)은 가정폭력 문제
를 다룸에 있어 큰 거침돌
이 된다. 

이와같이,“그리스도가 교이와같이,“그리스도가 교
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남
편들은 아내들을 사랑하
라”는 기독교의 교훈은 남
편들이 아내들을 존경과 
사랑으로 대해야지 폭력
이나 지배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남편들에 대한 도
전이며, 이 가르침은 가정
폭력에 도전하고 이를 방
지하는데 좋은 자원이 될 
수 있다.

우리들 교회에서 폭력 당
하는 교인들을 대함에 있
어 장애물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우리 종교 전통
이 가지고 있는 좋은 자원 
들을 최대한으로 사용하
는 것이 우리들이 종교 
공동체로서 꼭 해야 할 
일이다.

 교회나 회당은 가정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
인가?

•  가정폭력 문제를 다
루는 특별 위원회
를  조직하라.

•  강단에서 가정폭력을 반
대하는 설교를 하도록 목
회자들을 격려하라.

•  지역사회에서 가정폭력 
문제 전문가들을 초청하
여 가정폭력에 대해 강연
을 시키라.

•  특정한 날이나, 달을 정
해서 교회가 가정 폭력에
대해 교육받고 행동에 옮
기도록 장려하라. 

•  예비 결혼상담을 제공하
여 동등성과, 폭력, 지배, 
문제를 다루는 교육을 받
도록 하라.

•  남녀의 동등성과 비폭력 
문제해결 방법, 비폭력 
가치관을 장려하는 교육
자료를 청소년 교육에 사
용하라.

•  지역사회의 가정폭력 프
로그램이 당신의 교회
나 회당에서 모임을 가
질 수 있도록 장소를 제
공하라.

•  지역사회 폭력 프로그램
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라.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은?

연락처:
미국 및 캐나다 내의 

폭력 피해자를 위한 서비
스 연락처는 전화번호부책, 
"Abuse" 혹은 "Community 
Services" 항목을 확인하십
시오.

미국 가정폭력 핫라인:
National Domestic Violence 
Hotline 
(800) 799-SAFE (24시간) 
(800) 787-3224 (TDD)
www.ndvh.org

미국 가정 폭력 자료센터:
National Resource Center 
on Domestic Violence
(800) 537-2238 / www.pcadv.org

캐나다 가정폭력 핫라인:
Assaulted Women's Hotline 
(416) 863-0511 (24시간) 
www.awhl.org
캐나다 내 프랑스어 사용 여성 
연락처:
SOS Femmes 
(800) 387-8603 (캐나다, 24시간) 

캐나다 가정 폭력 교육자료센터
National Clearinghouse on 
Family Violence
(800) 267-1291 (캐나다)

종교 문제와 가정폭력에 관한 
정보: 
FaithTrust Institute
(877) 860-2255
www.faithtrustinstitute.org

도서자료: 
기독교 자료:
Keeping the Faith Guidance for 
Christian Women Facing Abuse
글쓴이: Marie M. Fortune 성직자  
(HaperSanFrancisco, 1987)

내가 가정폭력의 피해자
일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  당신 자신의 육감을 신
뢰하고 당신이 사는 지
역의 가정폭력 프로그
램을 찾아가 도움을 구
하라.

•  폭력은 당신의 잘못이 
아님을 인식하라.

•  당신은 절대로 혼자가 
아니고 도움이 가능함
을 인식하라.

•  친척이나 친구나 당신
이 편하게 느끼고 신임
할 수 있는 사람이나, 종
교 지도자 를 찾아 사정 
이야기를 나누라.

• 현재 그 입장에 머물러

야 할 형편이면 안전한 

계획을 세워 보라. (예

를 들면, 자동차 열쇠나 

돈을 안전한 곳에 숨겨 

둔다든가, 응급시에 갈 

수 있는 곳을 준비해 둔

다든지).

내가 가정폭력 가해자인
지 어떻게 알수있나?

•  당신이 유난히 질투심

이 많으면,

•  당신이 당신 배우자의 
활동을 통제하면,

•  당신이 문제해결에 폭
력을 사용하면,

• 당신이 가정의 머리이고 

불가침이라고 믿으면,

당신은 아마도 당신이 사

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

를 주고 있을 것이다. 당

신에게 행동의 책임을 지

울 수 있는 사람을 찾아 

도움을 구하라. 폭력이 당

신의 문제임을 인정하고 

용기를 내어 도움을 구

하라.

야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야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괴롭습니다. 울다 지쳐 눈은 몽롱하고 목

이 타며 애간장이 끊어집니다.죽은 사람

처럼 기억에서 사라지고 

쓰레기처럼 버려졌습니다. 

    (시.3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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