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의 삶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방법 
여러분은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이 수첩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지참하지 마십시오. 

나의 안전과 관련된 질문 

 
 
 

LEAP 에 의해 고안되었습니다. LEAP (영구적인 학대 근절 추구)를 신뢰하는 한 허가를 득하지 않고도 변경 없는 상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LEAP c/o Maxine Hall Health Center, 1301 Pierce St., San Francisco, CA 94115 www.leapsf.org. 

우리는 서로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을 때, 수많은 서로 다른 

감정들이 쌓일 수 있습니다. 이들 감정들은 누구한테나 생기게 

마련이며 그 감정들의 일부 또는 모두를 갖게 되는 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해당되는 모든 항목에 체크하세요.  

 

자신이 생각하는 상대방에 대한 나의 감정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배우자를 사랑하기도 하며 또한 그들과의 

관계악화로 인하여 위험에 빠진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나의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합니까? 해당되는 모든 

항목에 체크하세요.  

 

 

 

배우자와 싸우게 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장소를 벗어난다.  

     무기 (총과 칼) 

     좁은 공간이나 위험한 장소(자동차, 부엌, 욕실)  

                 

다음과 같은 더 안전한 장소로 옮긴다  

     비상구가 있는 방 

     전화가 있는 방 

     공공 장소 

                       

경찰서에 전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주소를 말하고 무기를 상대가 소유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경찰에게 말한다.  

 

도움이 필요하거나 피날 필요가 있는 경우 내가 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장소:   
     경찰/소방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병원/클리닉: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친구/이웃/가족구성원의집: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성명/주소/전화번호)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법:  
돈을 적게 휴대한다.   

 

휴대폰을 항상 충전하여 가지고 다닌다. 

 

자녀들을 비상시 안전한 곳에 가도록 가르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친구, 이웃, 친척의 집) 

 비상용 가방을 안전한 장소에 준비해 둔다.  

 

 자녀들에게 위험이 있을 때는 경찰에 전화하여 자신들의 성명,       

 주소와 전화번호를 말할 수 있도록 교육시킨다.

 부끄러움  혼란 

 희망적  슬픔 

 두려움  사랑 

 분노    멍함 

 절망  행복 

 사면초가  고독 

 상대방에 대한 나의 감정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잘 

모르겠다. 

 상대방에 대한 나의 관계가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관계를 끝내고 싶다. 

 배우자는 나에게 병원치료를 요할 만큼 큰 상처를 

입혔다.  

 배우자는 내가 가는 곳마다 나를 따라다닌다. 

 배우자는 아이들을 해치겠다고 위협한 적이 있다.  

 배우자는 알코올이나 약물을 복용한다. 

 내가 원하지 않을 때 배우자는 성관계를 강요한 적이 

있다. 

 배우자는 나를 죽이겠다고 협박한 적이 있다. 

 배우자가 자살하겠다고 협박한 적이 있다. 

 배우자는 총을 가지고 있거나 총을 쉽게 구할 수 있다. 

 배우자는 내가 원하지 않는 다른 일들을 저지른다.  

(★있다면 구체적으로 다음 빈칸에 적으세요.) 

 



 

본 안전 프로그램은 LEAP 에 의해 2009 년 8 월에 개발되었습니다. LEAP(영구적인 학대근절 추구)를 신뢰하는 한 허가 없이 원본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LEAP c/o Maxine Hall Health Center, 1301 Pierce St, Sanfrancisco, CA94115 www.leapsf.org 

LEAP 는 본 안전 프로그램에 기여한 San Francisco Kaiser Permannente 와 La Casa de las Madres 에 감사를 표합니다. 

 

비상용 가방에 넣어둘 물건: 
 

 약/  

처방약 

 돈 

 

 전화카드/ 

잔돈 

                               

 휴대폰 및 

충전기 

                                          

 여분의 열쇠        신분증/  

운전 

면허증                                   

 은행카드/ 

신용카드 

 접근 금지명령서 

 양육권 명령서                여권/이민서류/영주권

카드  

 
 

만일 학대의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것들을 가져 오십시오.      

 

 

 

 

 

 

 
 

 

 

 

나의 독립심 키우기: 
 

 

 

나는 저축을 하여 안전한 곳(본인 은행계좌 등)에 보관할 수 있다.  

 

나는 카운슬러, 변호사, 건강관리 제공자 또는 법률 서비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나는 내가 믿는 친구나 가족들과 연락을 하며 지낼 수 있다. 

 

여러분이 필요시 중요한 전화번호: 

경찰                                                                   9-1-1 

지역 가정폭력 직통전화:  

라 카사 데 라 마드레스                   1-877-503-1850     

WOMAN, Inc.                                 415-864-4722 

지역 성폭행 직통 전화                          415-647-7273 

접근 금지명령 도움용 전화                    415-255-0165 

샌프란시스코 자살예방 직통전화           1-800-SUICIDE 

LGBT 지원 (CUAV)                            415-333-HELP 

베이 에어리어 법률지원                        1-800-551-5554 

국립 DV 직통전화                               1-800-799-SAFE 

국립 성폭행 직통전화                         1-800-656-HOPE 

국립 10 대 학대 직통전화                     1-866-331-9474 

 

성폭행을 당한 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배우자나 다른 사람이 내가 원하지 않을 때 성관계를 강요하는  

     경우:  

   

      샌프란시스코, 포트레로 애비뉴 1001 번지,       

      SFGH 응급실/강간치료센터 방문  

     

      또는 외상회복센터로 전화(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00- 

      오후 5:00 사이)  

    전화번호:(415)437-3000  

   

      샌프란시스코 여성강간상담소 24 시간  

      직통전화:(415)647- 7273 

 노동허가서   전자이체수당카드

(EBT)  
 

 학대자의  

사진 

 의복 

     

 주소록     화장품및  

기저귀                                

 아끼는 

장난감들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