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amily Violence – It’s not OK 가정폭력은 범죄입니다. 

가정폭력이란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척,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혹은 동거중인 사람 등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한국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가정폭력 당사자로서의 가정구성원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배우나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사람 –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이혼한 전 배우자  

 재우자와 직계 존 비속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배우자의 형제 자매, 배우자의 양부모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 배우자의 혼인외 자녀  

 동거하는 친족, 예를 들면 부모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조카  

가정폭력은 다른 형사법규 위반보다 폭력에 대한 법적 죄의식이 낮습니다.  그러나 폭력으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는 가족해체, 가출, 가정파탄 혹은 폭력성의 세습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아래같은 형태로 나타납니다.  

 신체적 폭력 – 물리적인 힘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신체를 직접적으로 때리는 것 외에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어깨나 목등을 꽉 움켜잡는 것도 신체적인 폭력에 해당합니다. (밀치기, 때리기, 

발로차기, 꼬집기, 뺨때리기, 사지를 비트는 행위, 가재도구와 가구를 부수는 행위, 담배불로 

지지는 행위, 머리채를 잡아당기거나 조르는 행위, 흉기를 휘두르는 행위 등을 예로 들수 

있다.)  

 정서적인 학대 -  폭언, 무시, 모욕과 같은 언어폭력으로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직접적으로 

때리지는 않았으나, 때리려고 위협을 하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부수는 것, 통제하려는 

목적으로 상대방을 고립시키고, 의심하는 것등도 가정폭력이라고 할 수 있다. (경멸하는 

말투로 모욕을 주는 행위, 열등하고 무능력하다고 비난하는 행위, 큰소리로 소리지르거나 

비난하는 행위, 말로 공격, 협박, 위협하는 행위, 대화를 거부하는 행위, 희롱하는 행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행위, 상대방의 의사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경제적인 위협 –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동의없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생활비 지출을 

일일이 보고하게 하는 것 역시 가정폭력에 해당될 수 있다.  ( 가정 구성원의 소득, 재산 및 

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 재산에 관한 법률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재산의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결정 통제행위, 금액에 상관없이 허락없는 금전사용 금지행위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성적인 폭력 –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나 원치 않는 성관계를 요구하는 것은 

가정폭력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성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상대방의 몸을 동의 

없이 만지고 애무하는 등의 행위, 자신의 성기나 이물질을 상대방의 성기에 넣는 행위, 기타 

유사성교 행위를 강요하는 행위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방임 – 무관심과 냉담으로 대하거나, 위험한 상황임을 알면서 방치하는 것은 가정폭력에 

해당된다.  (끼니를 주지않는 행위, 불결한 생활환경에 장시간 놔두는 행위, 교육받을 



연령대에 교육을 시키지 않는 행위, 아파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행위, 문을 잠가놓고 

나가는 행위등을 예로들 수 있다.)  

가정폭력은 부부간, 부모간, 고부간, 형제간, 그리고 동거자간에 나타날 수 있으며, 반드시 피해자 

가해자로 구분되어 지지는 않습니다.  또한 장시간 폭력이 지속될 수 있으며, 이에 노출된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만약 주변에 가정폭력 혹은 

위에 나열한 것과 같은 어려움을 겪는 이웃이나 가족이 있다면 도움 받을 수 있도록 

격려해주십시요.  뉴질랜드에도 많은 훈련받은 한국인 상담가들이 도움의 손길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첨부된 뉴질랜드의 가정폭력전문기관과 한국인이 근무하는 상담기관을 

참조하시기 부탁드립니다.   

www.womensrefuge.org.nz;  www.lifeline.ogr.nz;  www.youthline.org.nz  

Skakti Asian Women’s Support Group (0800 742 584)  

Asian Community Services Trust (09 570 9099)  

North Shore Women’s Centre (09 444 4618)  

 

http://www.womensrefuge.org.nz/
http://www.lifeline.ogr.nz/
http://www.youthline.org.nz/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