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화할 때 해야할 일과 해서는 안될 일: 

가정 폭력으로 부터 해방된 사람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해야할 일 : 

 피해자/해방된 사람의 경험/느낌을 믿고 인정한다: 

그들이 경험한  것은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믿지못할 “미친 짓”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 수 있게 만든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만일 알지 못할 경우, 어떤 

특이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모르면 모른다고 

인정해라. 이런 것이, 본인과  피해자/해방된 

사람간에 서로 신임을 쌓을 수 있게 만든다. 

 적당한 속도와 분량으로 말을 해라:  이렇게 

함으로써 피해자/해방된 사람에게 부드럽고 

단정한 인상을 준다. 

 피해자/해방된 사람의 성적 취향에 대해 모른척 

해라:  “배우자가 있나?” 또는 “배우자의 성별은 

무엇인가?” 라는 불필요한 질문을 하지마라. 이러한 

질문을 하지 않으면, 만일 그들이 동성 연애자일 

경우라도, 자신들의 성적 취향에 대해서 남들이 

어떻게 판단할까 두려워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만일 

피해자/해방된 사람이 성전환을 했더라도 그 

사람을 지칭할 때는 피해자가 원하고 좋아하는 

호칭으로 불러라. 
 
 
 
 
 
 
 
 
 
 
 
 
 
 

해서는 안될 일 : 

 피해자와 상딤중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지 말것: 

이러한 행동을 하게되면 피해자/해방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문제가 남들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느낄 수 있게 만든다. 대신 가능하면 많은 

관심을 보여라. 

 학대받는 그런 상황을 과소 평가하지 말아라: 

우리는 그런 상황을 짐작할 수는 있지만, 직접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잘 알 수가 없다. 

이렇게 그들이 받은 학대를 과소 평가하게 되면,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문제들이 다른 사람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거나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그들 스스로 믿을 수 있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대신 

그들의 경험이나 느낌을 믿고 인정해라. 

 학대 당한 피해자를 비난하지 말아라 : “당신을 

때리게 끔 왜 그렇게 만들었나?” 또는 “왜 서로 

헤어지지 않았나?”등의 질문을 하지 마라.  

가해자가 아마도 그들에게 예전에 이야기 했던 

것들을 다시 끄집어 내므로써, 그들이 받은 상처를 

더욱 아프게 만들기 때문에, 가해자와 함께 사는 

것이 어리석다라고 남들이 생각하지 않을까 그들로 

하여금 느끼지 않게 만들어라. 

 너무 많은 해결 방법을 제시하지마라: 

피해자/해방된 사람들이 압도 당하거나 혼동을 

일으키게 만들기 때문이다. 해결 방법을 

조심스럽게 선택하고 왜 이런 방법이 필요한 지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해 줘야 한다. 그 해결 방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할 수가 있으므로, 그 방법을 

제시하고 난 후에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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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s.에서 인용 하였다.: 10대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교육 과정,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 가정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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