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내 폭력은 범죄입니다
가정 내 폭력은 데이트, 결혼 또는 동거 관계에서
한 사람이 상대에 대해 지배권과 권력을 유지할 때
일어납니다. 지배의 수단에는 신체적, 성적, 정서적
및 경제적 학대, 위협 및 격리가 포함됩니다.
대부분의 가정 내 폭력 희생자들은 여성이지만,
남성과 여성 모두 가정 내 폭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아마 학대자에게 의사 결정
능력을 빼앗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귀하에게서 선택권이 없어지면서, 학대자는 가정,
자녀 또는 기타 문제들에 대해 의사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귀하를 동등한 입장이 아니라 자신이
소유한 재산의 일부로 대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알래스카주 법률에 따르면, 귀하와 관계가
있는 다른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든 귀하에게
신체적으로 위해를 가하고, 성관계를 강요하며,
귀하가 원치 않는 경우, 귀하 또는 자녀에게
고통을 주거나 죽이겠다고 위협하거나, 귀하의
소유물을 파괴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가정 내
폭력은 다음과 같이 귀하와 관계가 있는 다른
사람에 의해 신체적, 성적, 정신적으로 학대를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ÐÐ 배우자 또는 전 배우자
ÐÐ 데이트 했던 상대 또는 현재 데이트 중인
상대
ÐÐ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는 사람
ÐÐ 귀하와 같은 세대에서 귀하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 또는 전에 함께 살았던 사람
ÐÐ 부모, 의붓부모, 조부모, 자녀 또는 손주,
아주머니(고모, 이모 등), 아저씨(삼촌,
고모부 등), 사촌, 6촌 또는 이러한 사람들의
자녀
신체적 학대는 완력을 써서 귀하에게 고통이나
상처를 유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물기,
차기, 때리기, 밀기, 주먹으로 치기, 질식(목
조르기), 자유 제한, 감금, 무기 및 물건 사용 등이
수반됩니다.
성적 학대는 원하지 않는 성관계에 참여하도록
강요하며, 안전하지 않거나 모멸적인 성 행위를
하고, 성적 취향 및 생식에 대한 선택권을
제한하며, 강제로 포르노물을 보게 하거나 원하지
않는 행위에 참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신적 학대는 위협하고, 겁을 주거나, 불안하게

하는 말과 행동을 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귀하 또는 귀하의 가족을
다치게 하겠다는 협박, 애완동물을 학대하여
귀하에게 고통을 주기, 귀하가 떠나면 자녀를
빼앗겠다는 위협, 귀하에게 중요한 물건의 파괴,
돈, 수면 박탈 또는 정서 차단, 직장에서 괴롭힘,
욕하기, 조롱하기 및 기타 언어 폭력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신적 학대가 가장 알아내기 힘든
유형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신체적인 학대
만큼이나 심각합니다.

안전 계획
다음은 다른 피해자들이 자기 자신과 자녀를
보호하는 데 유용했다고 밝힌 방법들입니다.
ÐÐ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귀하가 학대를 당해
왔으며 앞으로 그들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ÐÐ 피고가 법원으로부터 귀하의 집에 대해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이웃에 부탁하여 집
근처에 나타나면 경찰에 연락하도록 합니다.
그들에게 피고가 운전하는 차량의 차종을
알려줍니다. 귀하가 집을 떠나는 경우,
이웃들에게 알려 그들이 집을 지켜볼 수
있도록 합니다. 귀하가 돌아올 때를 그들에게
알리고, 이웃들이 의심스러운 것을 발견하는
경우 연락할 수 있는 번호를 줍니다.
ÐÐ 귀하에게 전화가 있다면, 누군가에게 적어도
하루에 한 번 귀하에게 전화하여 귀하가
안전한지 확인하도록 부탁합니다.
ÐÐ 가족 및 친구들과 특별한 암호를 정하여,
귀하가 그 암호를 말하면 그것을 들은
가족이나 친구가 경찰에 연락해 줄 수
있도록 해둡니다.
ÐÐ 귀하가 학대자를 떠날 경우, 보호 명령이
내려지거나 혹은 귀하가 혼자 지내게 되거나
귀하의 거주지로 돌아가기 전에 안심할 수
있도록 다른 계획이 세워질 때까지는 친구나
가족과 함께 또는 지역의 보호 시설에서
지내도록 합니다.
ÐÐ 출생 증명서, 사회 보장 카드, 기타 중요
서류, 자동차와 집 열쇠 여분 및 현금을
포함, 비상 품목들이 들어 있는 가방을
준비해 둡니다.

ÐÐ 가정 내 폭력 프로그램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든가 기타 가정 내 폭력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과 의논합니다. 지역의 가정
내 폭력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알래스카주
가정 내 폭력 및 성폭력 네트워크(Alaska

Network on Domestic Violence & Sexual
Assault)로 문의합니다 - 대표 전화: 907586-3650 또는 웹 페이지 참조: www.
andvsa.org.

ÐÐ 법정에 출두할 때 귀하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해당 가정 내 폭력 프로그램의 변호사
또는 검찰청 내의 담당자에게 연락합니다.
ÐÐ VINE 시 스 템 에 등 록 하 시 면 학 대 자 가
감옥에서 풀려나는 경우 귀하에게
통보됩니다. 등록은 1-800-247-9763으로
전화하거나 www.vinelink.com 에서
가능합니다.

보호 명령
보호 명령은 판사가 내리는 법원 명령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음과 같이 학대자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정합니다.
ÐÐ 어떤 방식으로든 귀하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
ÐÐ 귀하에게 피해를
위협하는 행위

주거나

괴롭히겠다고

ÐÐ 귀하의 집, 직장 또는 차량에 들어가는 행위
ÐÐ 음주 행위
ÐÐ 귀하를 폭행하는 데 무기가 사용되지
않았더라도, 칼이나 총과 같은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
2. 다음은 학대자가 지켜야 할 사항들입니다.
ÐÐ 거주지가 학대자의 소유이더라도, 학대자는
귀하의 집에서 떠나야 함
ÐÐ 학대 행위자를 위한 중재 프로그램 및/또는
약물이나 알코올 문제 상담에 참여
ÐÐ 학대자에게 이미 부양의 의무가 있는 경우,
귀하의 생계비를 지급해야 함
ÐÐ 학대자에게 이미 자녀 양육의 의무가 있는
경우, 귀하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함(부모에게는 항상 자신의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음)
ÐÐ 가정 내 폭력으로 인한 의료비를 지불해야 함

강력 범죄 피해 보상 위원회
(Violent Crimes Compensation Board)

1-907-465-3040 또는 1-800-764-3040
www.doa.alaska.gov/vccb

ÐÐ 귀하를 폭행하는 동안 학대자가 화기를
사용했다면, 모든 화기를 경찰에 넘겨주어야
함

알래스카주 피해자 권리 사무국

ÐÐ 이에 더하여, 판사는 귀하가 자녀에 대한
임시 양육권을 가지며, 차량 및 기타 필수
물품들에 대해 학대자에게 소유권이
있더라도, 그러한 물품들을 귀하가 사용할
수 있도록 명령할 수 있음. 판사는 또한
경찰에게 귀하의 개인적인 소지품들을
가져오도록 귀하의 집까지 동행해주고,
차량을 가져올 때 도와주도록 명할 수 있음

알래스카주 피해자 권리 사무국(Office of Victims
Rights, OVR)에서는 범죄 피해자들이 법 집행 기관
및 검찰측 기관과의 접촉과 관련하여 알래스카주
헌법 및 다양한 알래스카주 법령에 따라 보장받은
법률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법률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사무국은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피해자들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로 문의하십시오.

보호 명령 신청
보호 명령 신청 시 변호사는 필요 없습니다.
법원 서기에게 가서 보호 명령 서류를 요청한 후
그것을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스스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보호 명령은 온라인(www.
courts.alaska.gov/shcdv.htm)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정 내 폭력 프로그램은 알래스카 주 전역에서
이용 가능하며, 귀하가 보호 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귀하가 법원 서기 사무실에 갈 수
없는 지역에 살고 있는 경우, 가장 가까운 가정
내 폭력 프로그램에 연락하여 전화상으로 보호
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주에서는 전국 가정 내 폭력 상담 전화(National
Domestic Violence Hotline) 800-799-SAFE
(7233)으로 연락할 수 있으며, 청각 장애가 있는
경우 800-787-3224(TTY)로 연락합니다.

강력 범죄 피해 보상
알래스카주에는 강력 범죄 피해 보상 위원회
(Violent Crimes Compensation Board)가 있으며,
이 위원회에서는 강력 범죄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에는 부상에 대한
치료비, 범죄 피해자 관련 상담, 부상으로 인해
손실이 난 임금 등이 포함됩니다. 이 위원회에
문의하시면 신청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알래스카주 피해자 권리 사무국
(The Alaska Office of Victims’ Rights)

대표 전화: (907) 754-3460
무료 전화(알래스카 주): 1-844-754-3460
팩스: (907) 754-3469
www.ovr.akleg.gov

자료
경찰 – 화재 – 의학적 응급 상황: 911로
전화하십시오.

귀하가 속한 지역에서 가정 내 폭력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알래스카주 가정 내 폭력 및 성폭력 네트워크
(Alaska Network on Domestic Violence & Sexual
Assault) - 대표 전화: 907-586-3650 또는
웹사이트 참조: www.andvsa.org
전국 가정 내 폭력 상담 전화(National Domestic
Violence Hotline): 800-799-SAFE (7233) 또는
800-787-3224 (TTY)(청각 장애가 있는 경우)
통역이 필요한 경우 검찰청에 문의하면, 무료
통역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본 기획은 미 법무부 산하 여성 폭력 방지국
(Office of Violence Against Women)의 재정
지원을 통해 후원됩니다. 본 문서의 견해는
작성자의 견해이며, 반드시 미 법무부(U.S. Dept.
of Justice)의 공식적인 입장이나 정책을 표명한
것은 아닙니다. 개정: 5/17

알래스카주
법무부 형사국
(Department of Law
Criminal Division)

피해자 증인
지원 프로그램

가정 내 폭력에
대한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