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자료는 Herbert Bearman 재단의 허가를 받아 제공됩니다.

1  의사나 간호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말하십시오. 아동이나 취약한 성인이 관련된 

경우가 아니라면 공개한 내용은 기밀로 유지됩니다.

2 폭력 사고가 발생할 경우 탈출  
방법을 계획합니다.

3 상처 사진을 찍어서 안전한 곳에  
보관해 두십시오.

4 학대에 관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밝히십시오.

5 예비 열쇠, 돈, 여벌 옷, 처방약을 숨겨두십시오. 
당신과 자녀에게 중요한 서류의 사본을 만들어 

보관하십시오. 암호를 변경하십시오.

6 충전된 휴대전화를 항상 휴대하십시오. 

7 가능하다면 자금을 별도로 관리하십시오. 자신의 
은행 계좌를 만드십시오.

8 즉시 도움이 필요하다면 911으로 전화하고 자녀
에게 911에 전화하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가정 폭력 지원  

 주 전역의 상담 전화  

www.mnadv.org
 연중무휴 국가 운영 상담 전화  

1-800-799-SAFE (7233)
 온라인 채팅  

www.thehotlin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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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밀  
관계 폭력 
 및 건강

학대자를 떠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보호하십시오. 안전한 계획 세우기: 

가정 폭력에 대항하는 메릴랜드 헬스케어 연합 
1211 Cathedral Street • Baltimore, MD 2120I • 410-539-0872

www.HealthandDV.org

학대는 범죄
입니다.

도움을 받으
실 수 있습

니다! 
 

메릴랜드의  
가정 폭력 프로그램d

 앨러게니 카운티 

핫라인 301-759-9244 
TTY 301-759-9244 

 앤애런델 카운티 

핫라인 410-222-6800  

 볼티모어 시티 

핫라인 410-889-7884 
TTY 410-889-0047
핫라인 443-279-0379 

 볼티모어 카운티  
핫라인 410-828-6390  

 캘버트 카운티 

핫라인 410-535-1121

 캐롤 카운티 

핫라인 443-865-8031  

 캐롤라인, 켄트, 도체스터, 퀸  
 앤스 카운티 및 탤벗 카운티 

핫라인 1-800-927-4673  

 세실 카운티 

핫라인 410-996-0333  

 찰스 카운티 

핫라인 301-645-3336

 프레더릭 카운티  
핫라인 301-662-8800 
TTY 301-662-1565 

 개럿 카운티 

핫라인 301-334-9000  

 하퍼드 카운티 

핫라인 410-836-8430  

 하워드 카운티 

핫라인 410-997-2272  

 몽고메리 카운티 

핫라인 240-777-4673 
TTY 240-777-4850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  
핫라인 301-731-1203  

 세인트 메리스 카운티 

핫라인 301-863-6661 

 소머셋, 위코미코 및  
 우스터 카운티 

핫라인 410-749-4357  
또는 410-641-4357  

 워싱턴 카운티 

핫라인 301-739-8975 
TTY 301-739-1012
 

 
의사 또는 간호사와 대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과 
지원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현지 가정 폭력 
프로그램(365일 24시간 지원)으로 연락하십시오. 
통화는 무료이며 기밀이 유지됩니다.

• 앤애런델 메티컬 센터/아나폴리스 

• 매릴랜드 대학교 캐피털 리전 헬스,  
 프린스 조지스 병원/체벌리

• 그레이터 볼티모어 메디컬 센터/타우슨

• 하워드 카운티 종합 병원/컬럼비아

• 머시 메디컬 센터/볼티모어

• 노스웨스트 병원/랜달스타운 

• 시나이 병원/볼티모어

• 매릴랜드 대학교 R 아담스 카울리  
 쇼크 트라우마 센터/볼티모어

• 매릴랜드 대학교 업퍼 체서피크 메디컬 센터/벨  
 에어 앤 하퍼드 메모리얼 병원/하버 디 그레이스

다음 병원에서는 환자를 위한 연중무휴 위기 
대처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습니다. 

[ Korean 한국어 ]



파트너의 행동이 다음과 같습니까? 

� 끊임없이 당신을 비난합니까?

� 자금을 통제합니까?

� 갑작스럽게 기분이 바뀝니까?

� 활동, 컴퓨터 사용, 전화통화를  
 감시합니까?

�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당신을 떼어내려  
 합니까?

� 당신이 바람을 피고 있다면서 비난합니까?

� 가족 사진이나 옷 등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훼손합니까?

� 당신을 구타한 다음 나중에 이를  
 부인하거나 당신을 탓합니까?

� 당신이나 본인, 사랑하는 사람이나 반려동 
 물을 죽이겠다고 위협합니까?

� 강제로 성관계를 요구하거나 성적으로  
 당신을 다치게 합니까?

� 당신이 진료받는 것을 막습니까?  
 약이나 피임약을 빼앗습니까?

� 학대 후 선물을 주거나 사과를 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합니까?

가시적인 방식

	긁힘, 멍, 염좌 및 베인 상처
	가슴이나 생식기 부상 
	머리, 목, 가슴 부상
	골절 및 치아 부러짐 
	시력 및 청력 상실 
	유산 또는 체중 미달 아기 
	부인과 문제

눈에 띄지 않는 방식

	설명할 수 없는 아픔과 통증 
	만성 두통 
	우울 및 피로 
	불안, 수면 장애 또는 공황 발작 
	잦은 복통 또는 흉통
	진통제 남용 
	약물 또는 알코올 중독 
	자살 시도

가정 폭력은 모든 성별, 인종, 민족 그룹, 종교, 연령, 소득 수준,  
교육 배경, 성적 지향 및 결혼 상태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가정 폭력 또는 친밀 관계 폭력은 특히 친밀 관계에 
있는 한 사람이 신체, 심리, 정서, 언어, 성적 및/
또는 경제적 학대를 통해 다른 사람에 대한 
통제력을 행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강제적 행동 
패턴입니다.

학대는 장기적인 건강 문제를 야
기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 학대
밀기
떠밀기
목 조이기
무기 사용
주먹으로 치기
때리기

아이에게 해 입히기 
차고 넘어뜨리기 
목 조르기(질식시키기) 
반려동물에게 해 입히기 
침 뱉기
통제

심리적, 정서적 또는 언어적 학대  
격리
비난
굴욕
위협
협박
가혹 행위 
스토킹

질투 
거짓말 
강한 소유욕 
조종 
통화 감시 
재산 파손 
활동 통제

경제적 학대
일부러 청구서 납부를 거부하거나 경제 활동을 하
지 않음 
파트너에게 돈을 주기를 거부함 
파트너가 일을 하거나 학교에 가지 못하게 함 
파트너의 일이나 직업 관련 교육받는 것을 방해함

성적 학대
치 않는 성관계나 성적 행동을 강요

의사나 간호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
는지 말하십시오.

통계
IPV는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인종/
민족 및 성적 소수자와 
장애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성은 낯선 사람보다 남성 
파트너로부터 폭행, 부상, 
강간 또는 죽임을 당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산전 간호가 필요한 
임산부의 23%는 학대를 
경험했으며 유산 및 체중 
미달 아기 출산을 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성 살인 피해자 중 52%
는 남성 파트너로부터 
죽임을 당합니다. 

 

가정 폭력은 
심각하고 만연해 
있으며 때로는 
치명적입니다.  

여성 4명 중 1명, 남성 7
명 중 1명은 평생에 한 
번은 친밀한 관계의 사람에 
의한 심각한 신체적 
학대를 경험합니다. 학대는 
청소년기에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CDC)

여성 파트너를 학대하는 
남성의 절반 이상은 자녀도 
학대합니다. 

가정 폭력이란 무엇입니까? 가정 폭력의 예 가정 폭력이 신체적 질환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