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대응 팀 (SART)

워싱턴 디씨 (이하 디씨로 표기)의 성폭행 대응
팀(SART)은 성폭행 사건에 높은 수준의 다양한
전문인력으로 피해자/생존자를 위한 중점적 대응을
하는 민,관 협동체 입니다. 이 협동체제는 피해자를
상대하는 주체들 간에 향상된 의사소통을 할 수 있
게 합니다. 즉 성폭행의 보고 및 사법처리 과정을
향상 시켰습니다. 이 과정에는
다음의 주체들이 간여 합니다: 디씨 시경찰국,
디씨 피해자 지원 업무실, WHC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자원들

성폭행의 피해자가 되어 혼자서 고통 받을 필요
가 없습니다. 다음의 지역 및 전국 단체들이 성적
학대 또는 성폭행 피해자 들을 도와 줍니다.

»» 전국성폭행센터

무료 전화............................................ (877) 739-3895
웹사이트....................................................................................nsvrc.org
»» RAINN레인 (강간,학대 및 근친 상간 전국 네트워크)
무료 전화........................................... (800) 656-HOPE
웹사이트................................................... rainn.org
»» 전국 가정 폭력 퇴치 연합
무료 전화............................................(800) 799-SAFE
웹사이트............ ncadv.org/protectyourself/GettingHelp.php
»» 전국 범죄 피해자 센터
무료전화 ............................................ (800) FYI-CALL
웹사이트 와 이메일............ncvc.org or gethelp@ncvc.org

»» 남성 강간 종식무료전화

무료전화............................................. (202) 265-6530

»» 치유를 위한 등대 센터 무료전화

피해자 전담반에 관하여

디씨 시 경찰국의 피해자 전담반
은 가정폭력, 성폭행 및 스토킹 피
해자/생존자들의 수사 과정 에서
지원, 정보 및 다른 필요한 곳으로
위촉하는 일을 전담하고 있습니
다. 피해자 전담반은 피해자/생존
자들을 위한 지원 시스템으로 이 같은 지원을 통해
범죄 피해자/생존자들이 자신이 겪은 범죄의 형사처
리에 참여 하도록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추가 정보가 필요 하시면 다음의 번호로 (202) 7244339 전화 주시거나 월 – 금 아침 8:15 부터 4:45 까지
직접 내방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하여

Victim Specialists Unit
300 Indiana Avenue, NW, Room 3121
Washington, DC 20001

(202) 724–4339 office
(202) 727-6491 fax
어떤 범죄에 대해 아는 정보가있습니까? 비밀로
하지 마세요

경찰과 공유하고 싶은 중요한 정보가있다면, 익명
범죄 제보 라인이나 제보문자 라인을 통해 지역경찰
에게필수적인 정보를 익명으로 남길 수있습니다. 매
일 24 시간 (202) 727-9099 로 전화를 하거나 50411 로 문
자를보내주세요. 귀하의 이름 대신 귀하가제공한 정
보만 이용할 것입니다. 귀하의정보는 현상금으로 이
어질 수 있습니다.더 자세한 사항은www.mpdc.dc.gov.
tipline 을 참고해주십시오.

성폭력

무료전화..............................................(202) 742-1720

»» DASH (안전한 주거를 위한 디씨 연대) 무료전화

무료전화..............................................(202) 462-3274
»» 디씨 범죄피해자 보상 프로그램 무료전화
무료전화......................................... (202) 879-4216

»» NVRDC (디씨 피해자 회복을 위한 네트워크) 무
료전화

Have information for police?

CALL (202) 727-9099
TEXT TO 50411

무료전화.......................................... (202) 742-1720

Get More Safety Tips
For tips on other ways to stay safe from crime in your daily life, see the
other brochures in this series, available from our Website at www.
mpdc.dc.gov/safety. Or visit your local police district. To find the one
nearest you, see www.mpdc.dc.gov/districts.

Government of the District of Columbia
Metropolitan Police Depar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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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정보

성폭력은 힘, 분노 및 통제로 이루어집니다.

성폭력은 성접촉을 무기로 누군가를 비하하려는 폭력 행위입니다. 무엇보다, 성
폭력은 범죄입니다.

성폭행 이란?

성폭행은 위협, 강제 및 위력으로 본인의 의사에 반
해서 본인의 동의 없는성적 접촉을 의미 합니다. 여기에
는 강제로 질, 항문 및 구강 삽입과 아울러 부적절한 만
짐, 강제 키스 및 성적으로 피해자를 고문하는 행위가 포
함 됩니다.

한마디로 성폭행은 범죄행위 입니다.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

»» 주의하세요! 자신있고 목적있게 걸으세요.
»» 주위에 귀 기울이세요— 주위에 누가 있고 무슨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귀를 기울이세요.

»» 술이나 다른 약물 등이 귀하의 판단력을 흐리게하지
않도록 하세요.
»» 귀하의 본능을 믿으세요! 어느 상황이나 장소가 귀하
를 불편하게 하거나 불안하게 한다면, 그장소에서 떠
나세요!

실내에 있을 경우

»» 문이나 창문 (미닫이문도 잊지마세요) 등에튼튼한
자물쇠가 달려있는지 확인하시고 항상자물쇠를 사
용하세요! 현관문에는 광각 틈구멍을다세요. 현관은
밝게 불을 켜놓으세요.
»» 낯선 사람에게 절대 문을 열지 마세요. 긴급상황시,
사람이 밖에 기다리는 동안 긴급전화를한다고 제안
하세요. 외판원이나 서비스 직원의경우 들어 오기전
에 신분증을 확인하세요. 확인전화 하는 것을 부끄럽
게 생각하지 마세요.
»» 외진 곳이 어딘지 주의를 기울이세요 – 아파트빨래
방, 지하 주차장, 주차 지역, 및 근무 시간 후의사무
실 건물. 특히 밤에는 친구나, 동료, 및경비원과 함께
걷도록 하세요.
»» 불안하거나 두려운 상황에 있을 경우 연락하거나 갈
수 있도록 이웃이 누군지 알아 놓으세요.
»» 집에 도착했을 때 문이나 창문이 열려 있거나부서져
있을 경우 들어가지 마세요. 핸드폰이나,공중전화,
이웃의 전화로 경찰에 연락을 하세요.

실외에 있을 경우

»» 특히 밤에 혼자 걷거나 조깅하는 것을 피하세요. 왕
래가 잦고 밝은 길로 걸으세요.
»» 조깅을 하는 경우 항상 이어폰의 한 쪽을 빼고 주위

에 귀 기울이도록 하세요.

»» 적극적으로 행동하세요 – 어느 누구도 귀하의 개인
공간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세요.

»» 귀하가 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 옷이나 신발을 신으세요.
»» 누군가가 차에서 길을 물어볼 때 조심하세요 –대답을
할 경우에는 차에서 조금 떨어진 거리를유지하세요.

»» 현관문에 가기 전에 미리 열쇠를 준비해 두세요 – 집
이나, 차, 사무실

»» 누군가가 쫒아 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는방향을 바
꾸어 문이 열린 가계나 식당, 영화관 나
는 집으로 들어가세요.

불이 켜져 있

밤에 나갈 경우

»» 사교 모임 등에 갈 경우 친구와 함께 가며 함께도착하
도록 하세요. 서로 자주 확인하며 떠날때도함께 떠나세
요. 항상 귀하가 어디에 있는지 누가주위에 있는지 확
인하세요.
»» 절대 귀하의 음료를 보이지 않는 곳에 두지마세요 –
만약 보이지 않는 곳에 두었을 경우, 새음료를 주문하
세요.
»» 낯선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음료를받지 마
세요. 음료를 받을 경우, 함께 가서바텐더로부터 음료
를 만드는 것을 직접 보고스스로 받아 오세요. 하우스
파티의 경우 펀치 주스그릇이나 공동 통에 담겨 있는
음료를 섭취하지마세요.

차에 있을 경우

»» 다시 돌아올 때 밝은 곳이나 왕래가 잦은곳에 주차를
하세요.

»» 항상 차 문을 잠그세요 – 차에 탈 때나내릴 때 모두
잠그세요.

»» 차에 타기 전에 차 주위나 밑 뒷 자석등을확인하세요.
»» 차가 고장 났을 경우, 후드를 올리고, 문을잠그고 비상
등을 키세요. 핸드폰으로경찰에 연락을 하거나 “경찰
연락”플래카드나 신호탄을 쏘아 올리세요.누군가가
도움을 줄 경우, 창문을 살짝 내려경찰이나 견인회사에
연락을 부탁하세요.
»» 남의 차에 절대 타지 마세요. 편승여행자를 절대 태우
지 마세요.

최악의 상황이 일어났다면

성폭력의 경우 어떻게 대처하나요?귀하의 육체적이나
정신적 상태나, 상황및 가해자의 성격등 여러 요인에 따
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특별한 규칙이
나, 옳거나 틀린 답은없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생존만
이목표입니다.
»» 상황에서 달아나려고 노력하세요. 소리를지르세요. 무
례하게 행동하세요. 가해자의행동을 단념하게 하도록
다음과 같은소리를 내어보세요.
»» 협박을 받을 경우 호루라기를 불어 다른사람에게 알리
도록 하세요.
»» 말을 늘려 시간을 벌고 선택권이 무엇인지가늠해 보
세요.
»» 가해자에게 무기가 있다면 선택권이 없을수도 있습니
다. 생존을 위해서라면무엇이든지 하세요.
»» 저항하기로 결정을 했을 경우 빠르고단호하며 효과적
으로 움직여야 합니다.눈이나 사타구니 부분을 겨냥하
세요.

성폭력에서 생존하는 방법

성폭력은 귀하의 잘못이 아니라는 점을기억하세요. 죄
없는 피해자로서 책임을지려하지 마세요.
»» 즉시 응급실이나 의사를 방문하여 진찰을 받으십시오.
Washington Hospital Center의 성폭행 전문 간호사 (SANE) 프
로그램은110 Irving Street, NW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프
로그램은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17세 이상) 개인 진
찰실에서 간호사를 기다릴 수 있도록 하며 1시간 이
내에 이 분야의 전문이로부터 진찰을 받을 것입니다.
SANE 간호사는 24시간 주7일 대기하고 있으며 더 자
세한 내용은 http://dcsane.org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혼자가지 마세요. 친구나 가족 중 누구와동반하거나 성
폭행 위기 센터나 학교상담자에게 연락을 하세요. 특
별구 성폭행위기 센터 (202-333-7273)는 도움을 줄 수있는
배려있고 염려하는 직원들이 대기하고있습니다.
»» 물질적 증거자료를 보존하세요. 경찰이나상담 전문가
가 괜찮다고 하기 전에는 절대샤워나 목욕을 하지 마
시고, 옷을갈아입거나 질 세척을 하거나 입었던 옷을버
리지 마세요.
»» 성폭행으로 인한 분노, 무력함, 두려움, 및부끄러움에
관한 생각에 대해 대처할 수있도록 상담을 받으세요.
어제 일어났든,지난 주에 일어났든 몇 년전에 일어났더
하더라도 누군가와 성폭력 사건에 대해이야기를 나누
는 것은 큰 도움이 됩니다.

»» 범죄 피해자가 된 경우, 경찰에 연락을하세요. 빠르

면 빠를수록 가해자가 체포될가능성이 커집니다. 경
찰에 연락하기가불편하다면 성폭행 위기 센터에 연
락을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