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대 받고 있는 친구나 가족 구성원을 도와줄 수 있는 10가지 방법 
학대 받고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항상 쉬운 일이 아니다. 

 

1. 심 호흡을 해라. 친구나 가족 구성원에게 말하기 전, 본인과 어떤 관계이며, 그 당사자가 본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 봐라. 본인과의 관계에 따라  그 당사자에게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본인 스스로 감정을 다스리고: 마음의 문을 열고 참을성이 있을때 그 누군가를 도와줄 수있는 가장 

좋은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2. 당사자에게 안전이 걱정된다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 하지마라. 그들 스스로 학대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줘라. 현재 어떤 상황인지 알고 있고 또  도와주고 싶다는 사실을 말해줘라. 당사자들에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정상적이 아니며, 건전하고 비 폭력적인 관계를 누려야만 한다는 것을 당사자들이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줘라. 

3. 매우 힘들고 불안한 상황에 놓여있다는 것을 당사자들이 알게 끔 하여라.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줄수 있도록 

격려해라. 학대당하고 있는 것이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사실을 당사자들이 알수 있게 해라 – 피해 당사자가 

아닌 학대하는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하라. 

4. 협조적이어야 한다.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기억해라. 당사자들 스스로 피해받고 있는 학대문제에 대해 

이야기 하는것은 매우 어렵다.  필요할때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당사자들이 알수 있게끔 

만들어라. 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자기들의 말을 들어주고, 믿어주고, 그들이 선택할 수있는 방법들을 

도와줄 수있는 사람들이다.  

5. 직접 판단하지마라. 당사자들의 결정을 존중해라. 왜 피해자들이 학대를 당하면서 가해자와  계속 관계를 

유지하는데는 여러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다. 서로 헤어졌다가도 학대하는 가해자에게 다시 되돌아 가는 

경우가 여러번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피해자들을 비난하지 말아라. 그런 기간에 더욱 도움을 필요로 한다. 

그들이 선택한 방법이 나쁘다고 피해자 스스로 느끼도록 만들지 마라 – 비록 그 선택이 설령 나쁠지라도. 

6. 피해자들이 다른 친구나 가족과 함깨 극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만의 관계에서 벗어나  다른 외부에서의 

활동에 참가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어라. 

7. 만일 가해자와 헤어졌더라도 계속하여 피해자들을 협조하여  도와줘야 한다. 학대를 당해 피해를 받은 

관계였지만, 더 이상 학대받지 않게 되었을때 피해자들은 아마도 슬프고 외로움을 느낄 것이다. 가해자에게 

되돌아 가려는 유혹을 느낄 수가 있으므로, 그때 도움이 특별히 필요하다.  

8. 안전 계획을 마련할 수 있게 도와줘라. 안전 계획을 마련하면, 피해자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생각할 수 있게끔 도와 주게된다. 마지막 순간에 도달하는 것보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안전 계획을 

미리 마련하여야 한다. 안전 계획을 마련함으로써 위험으로 부터 벗어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된다.  

9. 도와줄 수있고 상담해줄 수있는 사람들과  피해자들이  함께 이야기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어라. 그들과 함께 

상담자와  후원 단체를 찾아 보거나, 그들의 가족, 친구나 선생들에게 함께 이야기하면 어떨까 피해자들에게 

물어봐라. 만일 경찰서, 법원에 가거나, 변호사를 만나러 갈 경우 같이 가면 어떨까  피해자들에게 물어봐라, 

그러나 피해자 스스로 이야기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10. 그들을 “구제” 할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도와 주고, 걱정되는 사람이 상처 받는 것을 보고 있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지만, 긍극적으로는 피해자 스스로 마지막 결정을 내려야 한다. 피해자들이 스스로 학대로 

부터 탈출하여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그 들을 지원하고 도와주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