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폭력 + HIV/AIDS

팩트 시트: 가정 폭력
가정 폭력에 대해 알려진 정보
친밀관계폭력으로도 알려진 가정 폭력은 상대를
해치거나 협박, 위협, 괴롭힘, 강요, 조종, 고립,
억제 또는 감시하기 위해 하는 행동 또는 행동
패턴으로, 물리적, 성적, 언어적, 정서적, 경제적
폭력 또는 기타 폭력적 행위 또는 시도를
동반한다.1

매년 1200만 명 이상이 친밀관계폭력을
경험한다.4

가정 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현재 또는 과거
친밀한 관계의 연인, 동거, 혼인 또는 이혼 상태에
있는 경우에서 발생하며,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가정 폭력 피해자는 누구인가?

여성 4명 중 1명, 남성 10명 중 1명은 사는 동안
가정 폭력을 경험한다.2 트랜스젠더 5명 중 2
명 역시 가정 폭력을 경험한다. 2015년 미국
트랜스젠더 설문조사에 의하면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가진 사람의 54%가 최소한 한 번
친밀관계파트너로부터 폭력을 당했다고 한다.2, 3

친밀관계폭력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매년 58억
달러를 초과하며, 그중 41억 달러는 직접적인
건강 및 정신 치료에 사용된다.11

•

가정 폭력 피해자의 76%는 여성이다.4

•

친밀관계파트너 폭력을 가장 많이 경험하는
인구는 18~24세의 여성이다.5

•

가정 폭력 발생 동성관계에서도 이성관계
만큼이나 빈번하게 발생한다.5

•

가정 폭력은 연령, 경제적 지위, 인종, 종교,
교육 수준에 관계없이 수백만 미국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만연한 범죄 행위이다.6

권력과 통제에 대해 알려진 정보
가정 폭력은 폭력적이고 통제적인 행위 패턴이다. 가해자들은 권력과 통제를 얻기
위해 다음 방법을 동원하기도 한다:7
•
•
•
•

위협
무시, 거절, 탓하기
경제적 학대
정서적 학대

•
•
•
•

자녀
강요와 협박
고립
남성 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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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적인 관계를 떠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알려진 정보
피해자가 폭력적인 관계를 떠나거나, 떠나지
않거나, 그 관계로 돌아가기로 결정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많은 요인이 작용한다:
• 가해자에 대한 두려움
• 경제적 의존
• 학대를 당하는 이유가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
• 가족, 친구
• 가해자에 대한 감정
•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
• 종교
• 이민자 지위
•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젠더 표현
폭력적인 파트너는 관계를 떠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을 조성한다. 어떤 생존자는
수십년 동안 폭력을 견디기도 한다.

Positively Safe 툴킷에서 가정 폭력과
HIV/AIDS의 교차 영역에 대한
정보를 더 알아보세요.

교육 요청하기

떠남에 대한 대화
가정 폭력을 당하는 사람의 주된 목표가
반드시 가해자를 떠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많은 피해자들은 여전히 파트너에
대한 감정이 있고, 폭력이 중단되기만을
바란다. 떠나기를 시도한 이들의 경우,
살인 피해자의 4분의 3 및 심각하나
치명적이지 않은 폭력을 당한 여성의
85% 지난 1년 동안 관계를 떠나거나
떠남을 시도하였다.8
미국 전역에서 매일 평균 3명의 여성이
현재 또는 과거 친밀관계파트너로부터
살해당한다.7
여성의 경우 관계를 떠나거나 떠난 후
살해 위험이 75% 증가한다. 가정 폭력
상황에 화기가 존재할 경우 살해 위험이
500% 증가한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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