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기관
아래 연락처는 귀하에게 도움을 줄 것입니
다. 아래 공간을 필요한 전화 번호 혹은 생각
나는 다른 기관들에 대한 정보를 위해서 사용
하십시요.

아시아/태평양 가정 폭력 상담소 (DVRP)
(202) 464-4477
http://www.dvrp.org

전국 가정 폭력 핫라인

1800-799-SAFE (7233)
http://www.ndvh.org/

아태 법률 지원 센터 (APALRC)
(202) 393-3572
http://www.apalrc.org/dp/

가정 폭력이란 무엇인가?
무엇인가?

배우자가 사사건건 당신을 나무랍니까? 배우자가 귀하의 이
름을 함부로 부릅니까?
배우자가 극도로 질투심이 많고 당신이 친구나 가족들과 대
화하는 것을 막습니까? 귀하가 일을 하거나 영어를 배우는 것
을 방해합니까?
배우자가 자녀들을 빼앗아 가겠다고 협박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을 추방당하도록 하겠다고 한 적이 있습니까
배우자가 당신을 해하려고 협박한 적이 있습니까? 혹시 배우
자에게 얻어 맞은 적이 있습니까? 당신이 원하지 않는 성관
계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배우자가 당신에게 푝력적이었던 적이 있습니까? 배우자가
자신의 나쁜 행동을 마약이나 술탓으로 돌린 적이 있습니까?
자신의 행동을 귀하의 탓으로 불평하고 귀하 자신으로 하여금
스스로를 미친 사람으로 간주하도록 한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위 사항중 한 가 안전문제: 귀하는 배우자와 같
지라도 해당된다면 당신
살고 있는 것이 불안합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 은니까?집에귀하는
집에 살지는
다. 많은 여성들이 비슷 않지만 폭력적인같은배우자때문에
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
불안합니까?자녀의 안전이 걱
다.배우자의 행동은 당신 정됩니까? 우리 요원들이 안전
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 계획을 도와 드릴수 있습니다.
신을 도와 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있는가?

귀하의 가정에서 폭력이 중단되도록 돕기 위한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쉼터,병원,경찰,법률 지원 그리고 다
른 지역 서비스등. 또한 귀하와 자녀들을 위한 복지 혜택
이 있습니다

DVRP 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출신인들중 가정 폭력으로 희
생된 여성을 도와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비영리단체입니다. 우
리는 훈련된 요원들을 통하여
다양한 언어로 아시아/태평양
출신 여성들이 관련 기관을 쉽
게 접촉할 수 있게 해주고
아래와 같은 신변 안전을 개선시켜 주기 위하여 무료 비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가정 폭력에 대한 정보 제공
• 개별적인 지원
• 안전 문제 계획
• 통역과 번역
• 법원이나 법률 혹은 사회적 서비스 제공자에
게 동행
• 쉼터 , 법적 혹은 사회적 서비스 안내 제공
• 경제적인 자립과 생계 수단 향상
• 필요에 따라 기타 서비스 제공
만약 귀하가 이민자나 망명자라면 예상치 않는 위험을 경
험하게도 될 것입니다. 명심하실 것은 누구라도 함부로 취
급되어서는 안 됩니다.설사 귀하가 합법적 체류 신분이 아
닐지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우 쉼터:
쉼터: 쉼터는 귀하와 귀하의 자
리 요원들과 연결하고자 하거 녀들이
안심하고 머무를 수 있
나 도움을 받고자 하면 DVRP 는 장소를 제공하며 기타 서비
(202-464-4477)로 전화하십 스도 제공합니다. 쉼터는 귀하
의 개인적인 필요를 충족시켜
시요.
드릴수 있을 것 입니다.귀하의
귀하와 귀하의 자녀를 보호하 지역에 있는 쉼터에 대해서 더
기 위한 정보를 더 읽어 보기 알기 원하시면 우리 요원들에
게 연락하십시요.
바랍니다.
주거문제: 만약에 귀하
가 가정 폭력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렌트나
세입자로서의 질문이 있
으면 우리 요원들에게
말씀하십시요

만약에 내가 위험에 처하고 있으면 반드시 집을 떠나
야 합니까?
합니까? 네, 친구의 집이나 피해 여성을 위한 쉼터로 가

십시요. 쉼터는 통상 무료이고 귀하의 지역의 기타 서비스
에 관한 정보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경찰에게 무엇을 알려 줄 것인가:
것인가:
“This is an emergency. I am a victim of domestic
violence. My name is __(name)__, I speak _(language)_
and I am at ___(location/address)___.
이것은 긴급 상황입니다. 저는 지금 가정 폭력의 희생자입
니다.제 이름은 _______ 입니다. 저는 ________어를 사용하
며 이 곳은 ________입니다.

반드시 경찰에게 연락해야 합니까?
합니까? 네. 가정 폭력은 불

법 행위입니다.
• 경찰은 귀하와 자녀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
줄 것이며 만약에 상대방이 범죄 행위를 했다면
체포할 것입니다.
• 만약에 경찰이 귀하의 언어를 사용하지 못할 경
우,귀하의 자녀나 상대방 이외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통역하게 하십시요.
• 반드시 경찰로 하여금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사
건 번호와 경찰의 이름 그리고 경찰 배지 번호를
나중을 위해서 가지고 계십시요
• 이런 걱정은 하지 마십시요 :일반적으로 경찰은
가정 폭력 보고서를 이민국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보호 요청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
입니까?
입니까? 보호 요청이란 상대방이 귀하나 귀하의 자녀 혹은

다른 가족들에게 접근하거나 공격하거나 성폭행 혹은 연락
하는 일들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보호 요청은 반드시 시
민권자나 합법적인 거주자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경찰이나 법원에 가서 보호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보호 요청을 하실것이라면 귀하
는 본인의 집을 떠날 필요는 없습니다. DVRP요원들에게 더
자세한 정보를 요청하십시요.
위싱톤 DC는 보호 요청을 1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호 요청을 받으려면 DC지역에서 최소 1건이상의 사건이
있어야 합니다.
버지니아는 3가지 형태가 있습니다.:비상용,임시용,영구용
등입니다. 비상 보호 요청은 72시간까지 입니다. 임시 보호
요청은 15일까지 유효합니다.영구 보호 요청은 2년까지 유
효합니다.
메릴랜드는 보호 요청이나 안전 요청등이 있습니다. 안전
요청은 6개월까지 가능하며 보호 요청에 해당되지는 않지
만 특정한 피해를 당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남편의 도움없이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여성폭력방지법(VAWA)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결
혼한 여성들을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첫째는 스스로 청원하는 것입니다.남편을 통해서 이민국
(INS)에 귀하의 거주 신청을 하는 대신 본인이 직접 본인과
본인 자녀의 거주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중에 귀하의 남편은 아무 것도 할 수 없고 그 사실
을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법이 복잡하기 때문에 쉼터
관계자나 변호사 혹은 뒷면에 있는 기관들과 상담하지 않
고 직접 이민국(INS) 으로 가지 마십시요.
귀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대화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까? 우리 요원들이 귀하의 지역에 있는
지원 그룹들에 대한 정보를 알려 줄 것입니다.

지원 그룹들:

두번째 방법은 강제 이주 취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방
법은 귀하가 추방 위기에 처했다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경우
에만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귀하가 그러한 취소 사유에 해당되면 법원은 추방을 취
소하고 주거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청전에 반드시
추방 절차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신청전에 반드시 이민 변호사
를 만나기 바랍니다.
만약에 귀하가 여성 폭력 방지법(VAWA)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
더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요. 이민 자격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방
법들이 있습니다.최선의 방법은 이민 업무 관련자들이나 가정
폭력 관련 요원들과 상담하는 것입니다. 이민국(INS)에 전화하
지 마십시요.
‘

’

내 배우자가 내가 만약에 떠나면 내 아이를 안 주겠다고
합니다.
합니다.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만약에 남편이나 배우자가 귀하의 자녀들을 안 주겠다거나 자
신의 나라로 데려 가겠다고 하면 귀하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법적으로 귀하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슴을 명심하기 바랍
니다. DVRP에 연락하여서 자신과 자녀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
법을 자세히 알게 되기 바랍니다.
모든 분들에게 필요한 건강 검진과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만
약에 귀하가 가정 폭력에 처해 있고 자신의 건강과 건강 유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원하시면 요원들에게 연락하십시요.

건강:

만약에 남편과 헤어 지면 자신과 자녀들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법은 남편이 귀하와 떨어져 살든지, 귀하가 그 사람과 결혼을
한 적이 없었더라도 혹은 당신의 이민 상태가 어떻든지와 관계
없이 귀하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정법 담
당 변호사나 가정 폭력 담당 요원들에게 귀하가 살고 있는

주에서는 어떻게 자녀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상담하기
바랍니다.일부 결혼한 여성들도 배우자 지원이나 이혼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거주자는 자신의 영주권이나 외국인 카드를 사용하
여 취업할 수 있슴을 보여 주면 됩니다. 망명자나 기타 이민자
들은 반드시 취업 승인 요청을 해야 합니다.이민변호사는 귀하
가 취업 승인이 가능한지 알려 줄 것입니다.중요한 점은 취업
하기 위해서 위조 서류나 허위 시민권 신청을 하면 안 됩니다.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할 경우 추방됩니까?
추방됩니까?

만약에 귀하가 시민권자,합법적인 영주권자 혹은 유효한 비자
를 가지고 있다면 귀하가 미국 입국시 위조 서류를 사용했거나
비자 조건을 위반했거나 혹은 특정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추방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서류가 미비하거나 귀하의 이민 상태에 대해서 불확실
하다면 꼭 이민변호사를 만나서 합법적인 체류 신분으로 만들
도록 하십시요. 그때까지는 귀하가 안전하게 있도록 모든 필요
한 노력을 다 하십시요. 설사 귀하의 남편이나 배우자가 이민
국(INS)에 이를 신고하여도 즉시 추방되지는 않을 것이며 대
부분의 경우 귀하의 상황을 판사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할 경우 내 남편이나 배우자가 추방
될 수도 있습니까?
있습니까?
쉼터나 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하는 경우 이를 통해서 남편이나
배우자가 추방될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귀하는 본인과 본인
의 자녀의 안전에만 관심을 집중하십시요. 자신을 위험에 빠트
린 것은 귀하의 남편이나 배우자 스스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