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관계, 서로를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관계는 건강한 관계에서부터 건강하지 않은 관계,
강압적인 관계의 범위 안에 있습니다.
당신의 관계는 어디에 속해 있나요?

서로의 의견 존중 및 열린 의사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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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의 말을 신뢰, 함께 의사결정,
개인적 시간 즐기고 그 시간을 서로
존중, 상호 합의 아래 성관계, 서로를
경제적 파트너로 인정, 지지하는
자녀 양육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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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히 워싱턴한인복지센터의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은 한국어, 중국어권의 피해자들을 위해 문화적으로도
익숙한 이중언어를 구사하는 직원들이 한국어, 중국어,
또는 영어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워싱턴한인복지센터의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은 버지니아 주의 Department of Criminal Justice Services
(DCJS),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DSS), 메릴랜드 주의
Governor's Office Crime Control & Prevention(GOCCP)
의 지원으로 운영됩니다. 특히 본 브로셔는 U.S. Department
of Justice(DOJ)의 Victims of Crime Act(VOCA) 연방정부
펀드가 버지니아 DCJS 를 통해 제공한 그랜트 #19-C3430SA17
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워싱턴한인복지센터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상호간의 의사소통 부재, 무례함,
불신, 거짓말, 통제하려고 시도,
당신이 맺는 사회적 관계가 오직
파트너에게로 제한, 성관계에 부담,
독자적으로 결정한 사안을 통보, 재정
관련 의사결정에서 제외 및 경제적
불평등.

의사소통의 방식이 위협적, 모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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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한인복지센터는 501©(3) 비영리 사회복지 기관으로서
아시아계 이민자들의 역량을 강화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는 강압적, 당신을 존중하지 않고
구박, 사실이 아님에도 외도하였다고
비난, 폭력적인 행동에 대한 부인,
당신을 통제하고 고립시킴, 성관계/

임신강요, 경제권 독점, 자녀를 이용하
여 당신을 통제.

연락처 | www.kcscgw.org

애난데일 사무실

게이더스버그 사무실

7700 Little River Tnpk.
Suite 406
Annandale, VA 22003
703-354-6345
703-354-6391 (Fax)

847 Quince Orchard Blvd.
Suite J
Gaithersburg, MD 20878
240-683-6663
240-683-8788 (Fax)

엘리컷 시티 사무실

실버스프링 사무실

8430 Glenmar Rd.
Ellicott City, MD 21043
410-441-3700
410-480-8400 (Fax)

700 Buckingham Dr.
Silver Spring, MD 20901
240-847-7177
240-847-7147 (Fax)

가정폭력 긴급전화 1-888-987-4561
출처: The National Domestic Violence Hotline

www.kcscgw.org
워싱턴한인복지센터의 가정폭력 관련 모든 서비스는
신분에 상관없이 무료로 제공되며 비밀보장을 원칙으로 합니다.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서비스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은 친밀한 관계(부부, 연인, 부모자녀)에 있는 한
사람이 상대방을 통제하고 지배하기 위해. 습관적으로 하는
학대 행위.

24시간 핫라인 서비스

써포트 그룹

워싱턴한인복지센터 가정폭력 프로그램의 한국어

워싱턴한인복지센터 가정폭력 프로그램은 써포트

핫라인 서비스를 통해 피해자가 응급상황에서

그룹을 통해 피해자들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에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응급 서비스를 지원.

대처하거나 새로운 생활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1-888-987-4561)

기술을 배우고 삶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기회 제공.

개별 사례 관리
피해자들의 개인 상황에 따른 안전 및 서비스
계획을 세워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 기능 강화,
복지 추구 등을 위해 사례 관리를 시행.

출처: National Center on Domestic and Sexual Violence

가정폭력에 대한 오해
가정폭력은.. Maybe..?
경제적  학력 수준이 낮은
사람들에게서 주로 일어난다?

상담 서비스
피해자들의 정신 건강 및 심리적 회복과 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개별 상담을 지원.

아닙니다! NO!!
가정폭력은 경제적 학력 수준과
상관없이 전 계층에서 발생.

피해자들의 가정폭력과 관련된 법적인 문제 해결
지원.

피해자들이 폭력을 유발했거나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다?

상대방을 통제 지배하기 위해
발생하는 가정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 없음.

가정폭력의 특성
사소한 일, 사생활 등으로 치부됨.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 반복됨.
배우자 폭력, 아동학대, 노인학대 등 여러 형태의
폭력이 중첩됨.
이민 가족의 경우, 이민 또는 체류 신분에 대한 협박
또는 언어의 어려움 및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낮음.

있는 저소득층 피해자들을 위해 긴급 재정 지원과
함께 사회복지 연계 서비스를 제공.

원스탑 (One-Stop) 서비스
워싱턴한인복지센터는 피해자들의 편의를 위해
기관 내 다른 프로그램 및 서비스들과 연계하여
한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법률 서비스
사회의 법률 기관들이 연계하여 전문 법조인들이

가정폭력은 사회적 문제이며
불법행위. 외부의 도움이 필요.

가정폭력으로 인해 기본 의식주에 위협을 받고

함.
워싱턴한인복지센터 가정폭력 프로그램과 지역

개인적인 사생활 문제이다?

사회 안전망 프로젝트

가정폭력 예방 교육 및 홍보
워싱턴한인복지센터는 지역사회의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 활동과 함께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워크샵 및 교육 세미나를
제공.

임시 주택 프로그램
가정폭력 문제로 인하여 거주할 곳을 잃어버린
피해자들에게 임시 주택 서비스를 제공. 각 주택
프로그램의 자격 요건과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거주 기간이 조정될 수 있으며, 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동안, 워싱턴한인복지센터의 가정폭력
프로그램 담당자가 영구 주택을 찾기 위한 계획
및 사례 관리를 함께 지원.

* 가정폭력 관련 예방 세미나를 원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워싱턴한인복지센터 가정폭력
프로그램으로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