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 폭력의 피해자 돕기 코로나-19 (COVID-19) 비상사태 동안 

가정 폭력은 가족의 일원이 다른 구성원에 대해 저지른 체계적인 폭력의 일부로서 고의적인 협박, 신체

적 공격, 의도적 접촉, 성폭력 및 기타 학대 행위입니다. 학대의 유형에는 신체적, 정서적, 언어적, 성적, 

재정적, 교묘한 학대 및 스토킹이 포함됩니다. 

코로나-19 (COVID-19) 비상사태 동안: 

공공장소가 아닌 원격으로 일하는 것은 코로나-19 (COVID-19)의 확산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만  피학대자의 경우 집이 가장 위험한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 학교, 잔심부름 및 

취미는 종종 피해자가 가해자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입니다. 가해자는 이제 

힘과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지속적인 학대와 함께 

가해자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도 있습니다. 

• 손 소독제 또는 소독에 필요한 물건을 안 주는 행위 

• 전염병에 관한 거짓 정보를 알려 피해자를 통제하거나 겁을 주는 행위 

• 보험 카드를 감추거나 보험을 취소하겠다고 위협하며 피해자가 원해도 의사의 진료를 

받지 못하게 하는 행위 

• 친구나 가족과 연락을 주고받기 위해 필요한 전화 또는 컴퓨터 사용을 못 하게 하는 행

위 

• 대피할 장소가 없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집 밖으로 쫓아내겠다고 위협하는 

행위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도움을 청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피해자는 전염병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거나 폐쇄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는 많은 사람과 가까이 생활 해야하는  대피소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

습니다. 

• 연로하거나 심장 질환, 또는 만성 폐 질환이 있는 피해자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공장

소에서 위험이 더욱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여행 제한은 피해자의 탈출 또는 안전 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주변에 가정 폭력에 노출된 사람이 있는 경우: 

• 안전하게 할  수 있으면 전화나 컴퓨터로 자주 연락하십시오. 

• 당신이 그들을 믿는다는 것을 상기시키십시오. 이것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며 지금은 매우 힘들고 

위험한 기간임을 알려주십시오. 

• 피해자가 안전하게 피할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고 알려주십시오. 

자료 

안전 강구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주십시오. 

• 집에 무기가 없는 안전한 장소를  확인 하십시오. 

• 가능하면 항상 전화를 지니고 도움이 필요할 때 전화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알고 계십시오 

• 도움이 필요할 땐 신뢰할 수 있는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상황을 알리고 위급 시 보내는 신호를 정하십시

오. ( 이웃에게 문자로 비밀번호를 보내거나 집 전등을 켜고 끄는 등 시각적 신호보내기 등). 

• 갈아입을 옷, 의약품과 중요한 서류를 가방 안에 챙겨두십시오. 

• 어떻게 도움을 받을지 자녀에게 교육하십시오. 폭력에 관여하지 말라고 가르치십시오. 필요할 때 자녀가 

911에 전화할 수 있도록 자녀에게 보낼 신호나 비밀번호를 정하십시오. 

• 폭행을 피할 수 없다면 공 모양으로 몸을 웅크리고 손깍지를 낀 양팔로 머리를 감싸 얼굴과 머리를 보호

하십시오. 

서비스 가능 (무료) 

가정 법률 상담소- 전화 문의는 240-773-0444로 하시고, 이메일은  safe@montgomerycountymd.gov 입니다 

 (월요일-금요일 8:30 am- 5:00 pm) 

안전 계획, 보호 명령, 법적 도움, 상담에 관한 도움 

몽고메리 카운티 위기 관리 센터- 240-777-4000 (24시간) 

위기 상황 및 대피소 배치에 관한 도움. 

지방 법원 위원 사무실 (24시간) 

191 East Jefferson St in Rockville - 보호 명령  신청 

전국 가정 폭력 신고 직통 전화(24시간)는 800-799-7233입니다.  대화방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