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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출판물은 알래스카 주정부 부대 및 공공
안전부서 에 의해 발간 되었으며 가정 폭력,
성폭행, 그리고 스토킹에 대해 주 전역에서 
이용할 수있는 권리와 이용가능한 서비스를
교육하기 위해 부당 0.33 달러의 비용으로 제
작이 되었습니다. 이 출판물은 알래스카, 앵
커리지에서 인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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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이 책자는 가정 폭력, 성폭행 및 스토킹
피해자의 권리와 이러한 경우에 경찰관
의 특별한 의무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학대자 또는 피의자 / 피고인과의 관계
에 따라서  이 책자의 일부 특정 부분들
만이 당신에게 유용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자를 제공하는 관리인이 책자의 어느
부분들이 당신의 경우에 적용되는지를
알려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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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I: 가정 폭력

경찰관들이 도움을
위해 존재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가정 폭력의 피해자이
고, 경찰이 당신을 돕기 위해 응답한 경
우, 그들은 법에 의거해 당신에게 이 책
자의 특정 부분을 읽어 줄 것입니다.  이
러한 부분은 노란색으로 강조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른 정보는 추가 혜택을 위
해 제공됩니다.

만약 당신이 가정 폭력의 피해자이고
신체 안전을 위해 법 집행 보호가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 보호 명령
을 요청하는 것을 포함하여, 당신의 안
전을 위해서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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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또한 본인과 자녀(들)을 위한 의
류, 세면도구 또는 의약품과 같은 필수 
개인 소지품을 구입하고 지정된 만남
장소 또는 대피소, 가족 구성원 또는 친
구의 거주지, 혹은 이와 유사한 안전한 
장소를 찾아 데려가도록 경찰에게 도움
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 또는 당신의 자녀(들)이 의료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당신은 경찰
관에게 의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
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 폭력 / 성폭력 프로그램은 보호소, 
위기 개입, 법적 옹호, 지원 및 기타 자
원 제공에 있어 경찰의 노력을 더욱 강
화할 수 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가
정 폭력 / 성폭행 프로그램이 도움을 위
해 있습니다.” 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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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도움을 위해 있습니다

당신은 또한 다음 조항 중 하나를 포함
할 수 있는 보호 명령을 요청하는 청원
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가해자가 가정 폭력, 스토킹 또는 괴
롭힘과 같은 추가적 행위를 위협하거나
실행하는 것을 금지.

2. 당신의 학대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전화, 연락 또는 기타 방식으로 당신과 의사
소통하는 것을 금지.

3. 거주지의 소유권에 관계없이 거주지
에서 당신의 학대자를 제거 및 제외.

4.  가해자에게 당신의 거주지, 학교, 직
장, 또는 당신 또는 다른 지정된 가족 구
성원에게 안전한 다른 지정된 장소에 가
까이 가지 못하도록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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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당신의 가해자가 당신의 차량 또는
당신이 탑승한  차량을 사용하거나 동승
하는 것을 금지.

6. 당신의 가해자가 치명적인 흉기를 사
용하거나 소지하는 것을 금지.

7. 학대가 발생하는 동안 총기를 소지했
었거나 총기를 사용한 것으로 법원에서
판명된 경우, 소유하고 있거나 소지하고 
있는 총기를 넘겨달라고 당신의 학
대자에게 지시.

8. 거주지, 차량, 또는 애완동물 (소유와
관계 없이)을 포함한, 기타 물품들의  안
전한 소유권을 보장하거나 거주지에서
당신이 안전하게 개인 물품을 제거할 수
있도록 경찰관에게 동행할 것을 요청.

9. 당신에게 미성년 자녀의 임시 양육권

을 제공하고, 어린이와 청원자의 안전이 
보호될 수 있으면 미성년 자녀와의 면회
를 주선.

5 페이지



10. 차량 및 애완동물을 포함한 기타 필
수 개인 물품의 소유권에 관계없이 소지
및 사용을 허용.

11. 당신의 가해자가 규제된 물질을 섭
취하는 것을 금지.

12. 당신의 가해자는 본인이나 미성년자
또는 애완동물을 돌보도록 양육비를 지
원. 

13. 당신의 가해자가 의료비를 포함한
가정 폭력에 의해 발생한 비용 또는 보
호 명령을 받기위해 드는 비용에 대해 
당신에게 상환하도록 요구.

14. 당신의 가해자가 폭행범을 위해  행
동교정 부서에서 승인한 중재 프로그램
에 참여하도록 명령.

15. 법원은 당신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것을 결정하고 다른 구조를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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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명령

당신이 보호 명령을 받기 위해 필요한 양
식들은 경찰이나 가까운 법원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보호 명령을 받기 위해 변호사
가있을 필요는 없지만, 원하는 경우 변호
사와 상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식들은 온라인 https://courts.alaska.
gov/forms/index.htm 에서 이용 가능하며 
이 웹사이트에서 명령을 위한 서류 접수 
방법들을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보호 명령을 받는데 도움이
필요하면, 당신은 해당 지역의 가정 폭력 / 
성폭행 프로그램, 법 집행 기관 및 / 또는 
기소 기관에 전화하십시오. 이러한 것들
은 이 책자의 뒷면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18.66.100에 근거하여 발행 또는 연장된
보호 명령의 만료 전 30일 이내 또는 60
일 이내에, 청원자는 법원에 보호 명령의
연장을 청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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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기관들이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있습니다

가해자가 기소되고, 사건 진행 상황을 
따르고자 하는 경우 가장 가까운 지역
변호사 사무소, 혹은 지방 검사 사무소
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또한 사건 기간 
동안 도움을 줄 수있는 지정된 피해자/ 
증인 코디네이터가 있을 수도 있습니
다.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웹 사이트

http://law.alaska.gov/department/criminal/
victims_assist.html



*폭력 범죄
보상 위원회

알래스카 주에는 폭력 범죄 보상 위원
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는 폭력 범죄로 
신체적 또는 감정적으로 부상을 입은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제공할 수 있습
니다. 이러한 보상에는 상해에 대한 의
료 서비스, 범죄 피해자 관련 상담, 부
상으로 인해 귀하가 손해보신 임금 등
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위원회
에 연락하여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폭력 범죄 보상 위원회 
전화 1 (800) 764-3040, 
혹은 인터넷 www.doa.alaska.gov/vccb/
hom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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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권리 사무소

OVR은 범죄 피해자들이 알래스카의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된 권리를 획
득하는 데 있어 주정부의 모든 사법 기
관 및 기소 기관과의 접촉과 관련하여
법적 도움을 제공합니다. 이 법률적 지
원은 무료로 지원 됩니다.

알래스카 피해자 권리 사무소
1007 웨스트 3번가 애비뉴 205호 
앵커리지, 알래스카 99501-1936
전화: 1-907-754-3460
팩스: 1-907-754-3469
무료 전화: 1-844-754-3460
https://ovr.akleg.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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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정보 & 매일 공지 (VINE)

VINE은 범죄 피해자들이 전화나 인터넷을 
사용하여 가해자의 구금 상태에 관한 정보를
검색하고, 가해자의 구금 상태가 변경되면 
전화와 및 이메일 알림을 받도록  등록 할 수
있는 무료의 익명 서비스입니다. 

자동 알림 등록은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
를 실행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혹은 온라인. 전화로 등록을 하시려면,  
범죄자 관리 정보 무료전화:  (800) 247-9763 
로 전화해 주십시오.  

온라인으로 등록은 VINE링크
www.vinelink.com 에서 등록을 하십시오.

등록되어 있는지 확실하지 않거나 추가 피해
자 지원이 필요한 경우 교정국 피해자 서비
스 부서 (877) 741-0741로 전화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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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NE은 현재 48 개 주에서 이용이 가능

하며- VINELink (www.vinelink.com)에 
위치한 대화형 맵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

니다. 범죄자가 VINE에 참여한 주에서 
구금중인 경우 VINELink에서 구금 정보

를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VINE에 대한 
추가 정보는 www.appriss.com/
VINE.html을 참조해 주십시오.

중요 : VINE은 정보 시스템입니다. 당
신의 안전을 위해  VINE 또는 다른 프로

그램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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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관계의 
정의

알래스카 주에서 정의하는 가정 폭력은
귀하의 경우 안에서 당신과 학대자 또
는 용의자 / 피고인과의 관계입니다 . 
가정 폭력을 정의하는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또는 이전 배우자인 성인 혹
은 미성년자(남편/아내 또는 전
남편 / 전부인);

2. 함께 살고 있거나 살았었던 성인
혹은 미성년자(동거인들);

3. 데이트를 했거나 하고있는 성인
혹은 미성년자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

4. 성관계를 나눈 성인이나 미성년
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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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혈액 전체 또는 반혈 또는 입양
여부에 관계없이 4 번째 정도의
양육 관계를 가진 성인 또는 미성
년자 전체 혈통 혹은 한 쪽만의
혈통 혹은 입양에 상관없이 4 촌
의 혈족 관계인 성인이나 미성년
(형제, 자매, 이모숙모, 삼촌 및 조
부모를 포함한 첫 번째 사촌이나
혹은 더 가까운);

6. 결혼과 관련이 있거나 이전의 결
혼으로 관련이있는 성인 또는 미
성년자 (시어머니 혹은 시아버지,
의붓 형제 또는 자매, 법적인 형
제 또는 자매);

7. 관계된 자녀가 있는 사람; 그리고
8. 1-7에서 묘사한 관계에 있는 사람

의 미성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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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폭력이 아닌
관계들

본인의 경우에 피의자 / 피고인으로 정
의되는 관계가없고 본인의 사례가 스
토킹 또는 성폭행 관련 사례 인 경우 스
토킹 및 / 또는 성폭력 피해자와 관련되
어진 정보를 검토하십시요. 
(책자의 섹션 2 및 3 ). 가정 폭력으로 인
정되지 않는 관계들의 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친구 또는 이전 친구
2. 동료 또는 이전 동료
3. 상사 또는 이전 상사
4. 고용인 또는 이전 고용인
5. 이웃 또는 이전 이웃
6. 학급친구 또는 이전 학급친구
7. 지인
8. 법적 후견인
9. 교정시설 직원
10. 손님 또는 이전 손님
11. 낯선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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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 체포

법률 집행 기관이 가정 폭력 사건을 알
게될 경우 조사를 해야합니다.경찰관/
군인들은 가정 폭력과 관련된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있는 경우 (  증거)  가 있
을 시 체포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확인
이 되면 사건 발생 후 12 시간 이내에 실
행 할 수 있습니다. 12 시간 경과후, 경
찰관 / 군인들은 영장의 유무에 관계없
이 가해자를 체포 할 수 있습니다. 증
거에는 당신의 진술서, 타인의 진술서, 
부상, 재산 피해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
다. “기소”는 주 또는 지방 검찰 기관
의 책임입니다. 만약 그럴만한 이유
가 있다면, 범죄는 피해자가 아닌 경
찰과 검사만이 체포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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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희생자들을 위한 
추가 정보

이 책자의 섹션 IV로 이동하여 25페
이지부터,  커뮤니티에서 사용 가능
한 권리와 서비스에 대한 추가 정보
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섹션 II: 
스토킹과 성폭행 

보호명령들 

경찰관들이 도움을 위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가정폭력 범죄가 아닌 스
토킹이나 성폭행 피해자이고 경찰관이
당신을 도우려고 하는경우, 그들은 당
신에게 이 책자를 제공할 것 입니다.

만약 당신이 가정폭력 범죄가 아닌 스
토킹이나 성폭행 피해자이면 경찰관이
당신의 동의(허락) 아래 긴급 스토킹 또
는 성폭행 명령을 지원할 것 입니다(72
시간).

이 책자의 13 -15 페이지에서  가정 폭력
관계와 비 가정 폭력 관계를 정의해 두
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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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명령들

만약 당신이 가정폭력 범죄가 아닌 스
토킹이나 성폭행 피해자이라면, 당신은 
다음 조항 중에 포함하는 보호 명령을
요청하기 위하여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
할 권리가 있습니다:

1. 당신의 학대자 또는 스토커가 스토
킹이나 성폭행을 행하거나 또는  위
협하는 것을 금지함.

2. 당신의 학대자 또는 스토커가 당신
또는 법원에서 특별히 지정한 귀하의
지정된 가족 구성원 (예를들어 자녀 
또는 배우자)과 전화, 연락, 혹은 직
간접적인 소통을 하는 것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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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응답자에게 거주지, 학교, 취업 장소
또는 사용자가 자주 방문하는 특정 장
소에 접근하지 않도록 지시; 그러나 법
원은 학대자나 스토커가 청원에 출두
하여 진술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한 통지
를 받은 경우에만 거주지, 학교 또는 
고용 장소에 접근하지 않도록 명령할 
수 있음.
4. 법원은 당신 또는 당신의 지정된 가
족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다
른 구제 명령을 결정함

장기 스토킹과 성폭행 보호 명령은 1

년 동안 지속됩니다.

18.66.100에 근거하여 발행 또는 연장
된 보호 명령의 만료 전 30일 이내 또
는 만료 후 60일 이내에, 청원자는 법
원에 보호 명령의 연장을 청원할
수 있습니다.
20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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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보호 명령을 받기 위해 필요한
양식들은 경찰이나 법원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양식들은 온라인에서도 이
용가능하며 www.state.ak.us/courts/
forms 웹사이트에서 보호명령 파일 
작성 안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호 
명령을 받기 위해 변호사를 얻어야
할 필요는 없지만, 원하는 경우 변호사
와 상담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학대자나 스토커가 어떠한
명령 조항이라도 위반하는 경우 911을
통해 경찰에 신고하거나 즉시 경찰에 
연락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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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기관들이 도움을 
주기 위해 있습니다

가해자가 기소되고 사건의 진행 경과를
따라야 하는경우, 가장 가까운 지역 변
호사 사무소나 지방 검사 사무소에 연
락하십시오. 그들은 아마도 사건의 기
간 동안 당신을 도울 수 있는 지정된 피
해자/증인 코디네이터가 있을 수 있습
니다. 당신은 이 책자의 뒷면에서 지방 
검찰 사무소의  연락처를 찾으실수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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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III:
성폭행 희생자의 권리

성폭행 범죄 또는 경범죄의 성적학대
희생자는 주법에 따라 특정한 권리를
갖습니다.아래와 같이 일부 당신의 권
리들에 대한 요약이 있습니다:

• 당신은 성폭행 시험의 법의학적 부분
에 대해 기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만약 삽입이 범죄의 한 요소 인 경우,
귀하는 당신의 학대자 (피고인)가 HIV
또는 기타 성병 감염 여부에 대해 혈액
검사를 받도록 법원에 탄원 할 수 있습
니다. 당신은 적합한 의료 시설 및 지원
서비스에 대하여 무료 상담, 테스트 및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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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에서 허락하지 않는 한 당신의 이
름은 법원 서류에서 사용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당신의 이니셜이 사용될 것입니
다;

• 법원에서 특별한 연관성을 발견하지
않는 한 당신 과거의 성적 기록 또는 참
조를 법원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증
거 불가);

• 특권이 면제되거나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한, 피해자 상담사 / 옹호자와의 커
뮤니케이션 ( 대화들) 은 기밀로 유지됩니
다; 그리고

• 법 집행 기관은 성폭행 검사 키트가 테
스트 되었음을 당신에게 알리기 위해 합
당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 공지는
키트를 테스트 한 후 2주 이내에 이루어
져야 합니다.

24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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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IV:
권리와 서비스에 관한 

추가 정보

• 당신의 거주지 및 사업장 주소 및 전
화 번호는 비밀로 유지됩니다;

• 피고측 변호인과 상담 할 필요는 없습
니다 (당신의 학대자의 변호사);

• 당신은 피고측 변호인 또는 수사관과
의 면담중에 방어를 위해서 검사 또는 
다른 사람의 출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
다;

피고측 변호인 또는/변호사로부터 연
락을 받은 경우, 그 사람(이름과 그들이 
일하는 곳)에 대한 신원 확인과 다시 연
락할 수 있는 번호를 요청해도 괜찮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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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석 조건이 정해지면 법원에 출석하
기 전에 가해자의 최초 출석에 참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 폭력이나 성
폭행 사건인 경우, 법원은 가해자를 석
방하기로 결정할 때 당신의 의견을 고려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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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희생자로서 당신은 또한 피고
와 관련된 모든 청문회에 대해 들을 권
리가 있으며,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
니다:
(1) 최초 출두 또는 죄상의 인정 여부 절차,

(2) 보석 공판,

(3) 공판 전 발의,

(4) 유죄 또는 탄원 변경,

(5) 재판, 그리고

(6) 판결.

예정된 청문회에 참석할 것인지 아닌지
당신에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직접 또
는 전화를 통해 참석할 수 있습니다. 피
해자의 권리는 보석 청문회, 항변 변경, 
재판 및 판결을 법원에 다루도록  허용
합니다. 

귀하의 사건에 대한 피고의 최초 출두
또는 죄상의 인정 여부 절차는 이 책
자의 뒷면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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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래스카 범죄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모
든 권리에 대한 자세한 목록은 https://
ovr.akleg.gov/ 를 방문해 참조해 주십시
오.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는 경우 피해자 대
변인, 검사 또는 피해자 증인 코디네이터
에게 책자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
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당신의 권리에 대해 질문이
있는 경우 피해자 옹호인, 검사 또는 피해
자 증인 코디네이터에게 문의하실 수 있
습니다. 이러한 사람들과 해당 기관들의 
전화 번호들은 이 책자의 뒷면에 나와 있
습니다. 당신은 또한 알래스카 피해자 권
리 사무소(OVR)에 연락할 수도 있습니
다. OVR의 연락처 정보는 이 책자의 10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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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성폭행 프로그램이 
도움을 위해 있습니다

이 책자의 뒷면에 기재된 기관에 전화
하십시요. 기관이 확인되지 않으면 해
당 지역에 있는 대피소 또는 프로그램
의 이름과 전화 번호를 가장 가까운 사
법기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
램의 옹호자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사항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안전한 피난처 및 안전 계획수립
• 법적인 정보
• 보호 명령 문서 작성의 도움
• 당신과 함께 법원심리에  동석
• 성폭행 법의학 검진을 위해 병원이나
클리닉에 당신과 동반함
• 24 시간 비상연락처
• 피난처로의 교통제공
• 폭력 범죄 보상을 위한 서류작성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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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류 및 가정용품
• 가정 폭력, 성폭행 및 아동 학대에 관
한 책과 비디오 제공
• 다른 커뮤니티 자원에 접근
예를들면

- 주택
- 사회적 서비스
- 교육 혹은 상담
- 알코올/약물 치료/어린이
- 간병인 고용
- 의료 치료
- 법적 도움

비밀유지

알래스카에서 만약 당신이 가정 폭력이
나 성폭행 프로그램으로부터 서비스
를 받으려 한다면 비밀유지 법은 당
신을 보호 할 것 입니다. 이러한 프로
그램은엄격한 비밀 원칙을 유지합니
다. 알래스카의 법은 가정 폭력과 성
폭행 피해자들 사이의 의사소통을 보
호하고 제한된 상황을 제외하고는 옹호
자들 사이의 의사소통을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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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호자란 무엇입니까?

옹호자의 역할은 피해자에게 지원, 정
보 및 자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옹호
자는 이전 페이지에서 나열된 다음과
같은 다양한 영역을 지원할 수 있습니
다. 옹호자는 듣고 판단하지 않는 사람
입니다. 옹호자는 조사를 수행하지 않
으며,  관련 당사자를 평가하거나 법정
에서 일상적으로 증언하지 않습니다. 

옹호자는 당신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서만 당신을 대변 할 것 이라는 것을 기
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스템이 원
활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옹호자는 법 집행 기관, 검찰
및 법원 구성원들과 긍정적인 업무 관
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
다. 여러분을 돕기 위해 24시간 동안 옹
호자들은 대기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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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스스로를 보호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 신임하는 친구나 친지에게 이야기 하십시
오.
• 당신이 그러한 곳들이 필요하기 전에 대피
소 혹은 안전한 주택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 상처의 사진을 찍습니다; 당신은 나중에
그것들을 사용 할 수도 있습니다.
• 도움이 필요할때는 이웃에게 신호를 보내
고 당신의 집으로부터 의심스러운 소음이
들리면 경찰에 전화하도록 이웃에게  요청
하십시오.
• 돈, 중요한 서류, 옷, 자동차 열쇠 및 기타
필수 품목을 안전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 비상 사태가 발생할 경우 자녀에게 전화 혹은
무전기를 사용하여 경찰에 연락하도록 가르치
십시오.
• 안전한 경우에도 경찰에 신고하면 법원에
서 보호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호소 혹은 친구를 도와 주거나 안전 계
획을 세우기 위해 마련된 다른 프로그램의
옹호자와 만나십시오. 이 계획을 자녀와 함
께 연습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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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는 당신의 잘못
이 아님을 아십시오

• 당신이 하는 일이 학대를 유발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합니
다.

• 어느 누구도 당신을 학대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음을 알아야합니다.

• 당신만이 유일하게 영향을 받는게
아니며 폭력적인 가정의 아이들은 우울
증, 불안, 두려움, 낮은 자존감 및 죄책감
을 경험합니다.

• 학대와 함께 자란 대부분의 어린이
들은 힘과 무력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
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폭력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게됩니다. 폭력은 문제가 지속
되도록 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폭력은 증
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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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려움, 힘, 그리고 통제에 바탕을 둔
관계는 학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 다른 사람들은 당신이 왜 유지하기를
원하며 관계를 떠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학대는 종종 더욱 악화되고, 더 강렬
해지고, 더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두십시오. 다른 사람의 지원 없이
관계를 끊는 것으로만으론  여러분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
을 수 있습니다.

• 도움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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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 성폭행
피해자 서비스 프로그램

앵커리지

AWAIC 
위기 속에 학대된 여성
들의 원조
100 W. 13th Avenue 
Anchorage, AK  99501 
907-279-9581 (오피스)
24-시간 비상연락처:
907-272-0100
www.awaic.org

VFJ
정의를 위한 피해자
1057 W. Fireweed 
Lane, Suite 101 
Anchorage, AK  99503 
907-278-0977
www.victimsforjustice.
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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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
지지하며 함께 
강간에 대항
1057 W. Fireweed Ln, Ste 
230 Anchorage, AK  99503 
907-276-7279 (오피스)
24-시간 비상연락처:
907-276-7273
800-478-8999 (무료전화)
www.staralaska.com



코도바

CFRC
코도바 가족 
자원 센터
P.O. Box 863
Cordova, AK  99574 
24-시간 비상연락처:
907-424-4357
907-424-5674 (지역)
866-790-4357 (무료전화)
httwww.cordovafamilyres
ourcecenter.org/

딜링햄

SAFE
안전하고 두려움 없는 
환경

P. O. Box 94
21 G Street West 
Dillingham, AK  99576 
907-842-2320 (오피스)
24-시간 비상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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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텔

TWC
툰드라 여성 연합
P.O. Box 2029 248 6th 
Avenue
Bethel, AK  99559
24-시간 비상 연락처:
907-543-3456 (지역)
800-478-7799 (무료전화)
www.tundrapeace.org

크레이그

HOPE
서로를 돕고 
위기를 방지
404 Spruce Street Craig, 
AK 99921 
24-시간 비상 연락처:
907-826-4673 (지역)
www.hope4po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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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머

사우스 페닌슬라 
해븐 하우스
3776 Lake St, Ste 100 
Homer, AK  99603
24-시간 비상연락처:
907-235-8943 (지역)
800-478-7712 (무료전화)
www.havenhousealaska.
org

후퍼 베이

후퍼 베이 
여성 안식처
Sea Lion Court #4
P.O. Box 261
Hooper Bay, AK 99604

엠모나크

엠모나크 여성안식처

P.B. Box 207 
Emmonak, AK 99581       
24-시간 비상연락처: 
907-949-1443 (지역) 
www.emmonakshelter.org

페어뱅스

IAC
비폭력 생활을 위한 
내부 알래스카 센터

726 26th Avenue    
Fairbanks, AK  99701 
24-시간 비상연락처: 
907-452-2293 (지역) 
800-478-7273 (무료전화) 
www.iacnvl.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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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나이/솔다나

LSC
The LeeShore Center 325 
Spruce Street       
Kenai, AK  99611 
24-시간 비상연락처:
907-283-7257 (지역)
www.leeshoreak.org

코디악  

KWRCC
코디악 여성의 

자원 & 위기 센터

P.O. Box 2122
Kodiak, AK  99615
24-시간 비상연락처:
907-486-3625 (지역)
888-486-3625 (무료전화)
www.kwrcc.org

_

주노

AWARE
학대 및 강간 응급상황
의 여성 도움
P.O. Box 20809         
Juneau, AK  99802
24-시간 비상연락처:
907-586-1090 (지역)
800-478-1090 (무료전화)
www.awareak.org

케치칸

WISH
안전한 집의 여성
P.O. Box 6652         
Ketchikan, AK 99901       
24 시간 비상연락처: 
907-225-9474 (지역)
800-478-9474(무료전화)
www.ketchikanwish.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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놈

BSWG 
베어링 해 여성 그룹 
P.O. Box 1596 
Nome, AK  99762 
24-시간 비상연락처:
907-443-5444 (지역)
800-570-5444 (무료전화)
www.beringseawomens
group.org
                  

피터스버그

WAVE
모두를 위한 
폭력 방지 활동
PO Box 415 
Petersburg, AK 99833     
24-시간 비상연락처:
907-518-0555
www.petersburgwave.org                      
                   

코체부

MFCC
마닐락 가족 위기 
센터 
P.O. Box 38
Kotzebue, AK  99752
24-시간 비상연락처
907-442-3969 (지역)
1-888-478-3969 (무료전화)
www.maniilaq.org

파머

AFS
알래스카 가족 서비스
1825 S. Chugach St 
Palmer, AK  99645
24-시간 비상연락처:
907-746-4080 (지역)
866-746-4080 (무료전화)
www.akafs.org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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싯카

SAFV
가정 폭력에 반대하는 
싯카인들
P.O. Box 6136
Sitka, AK  99835
24-시간 비상연락처:
907-747-6511 (지역)
800-478-6511 (무료전화)
www.safv.org

웃키아그빅

AWIC
위기의 북극 여성들
5125 Herman Street 
Utqiagvik, AK  99723 
24-시간 비상연락처:
907-852-0261 (지역)
800-478-0267 (무료전화)
www.north-slope.org

수어드

SCS
시뷰 커뮤니티 
서비스
302 Railway Avenue 
Seward, AK  99664
24-시간 비상연락처:
907-224-3027
888-224-5257 (지역)
www.seaviewseward.org

어날래스카

USAFV
성폭력&가정폭력에 반
대하는 어날래스카인들
P.O. Box 36
Unalaska, AK  99685 
24-시간 비상연락처:
907-581-1500 (지역)
800-478-7238 (무료전화)
hwww.usafvshelter.org/



발데즈

AVV
폭력의 피해자들을 
위한 옹호자들
P.O. Box 524
Valdez, AK  99686
24-시간 비상연락처:
907-835-2999 (지역)
800-835-4044 (무료전화)
www.avvalask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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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적 보고
법 집행 경관들을 

위한 정보*

아동 서비스 오피스:

전화: 1-800-478-4444
이메일: ReportChildAbuse@alaska.gov

http://dhss.alaska.gov/ocs/Pages/
childrensjustice/reporting/who_mr.aspx 

성인 보호 서비스들:

전화: 1-800-478-9996

http://dhss.alaska.gov/dsds/Pages/aps/
apsreportinfo.aspx

*어느 누구라도 어린이 학대 또는 취
약한 성인의 학대를 신고할 수 있습
니다.

44 페이지



법 집행 경관들의 
비치명적 목졸림 

피해자들을 위한 조언

저는 당신에게 목졸림은 심각하고 내
부 부상, 뇌손상 및/ 또는 뇌졸중, 갑상
선 문제, 유산 및/또는 사망과 같은 지
연된 건강상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을 경고합니다. 만약 당신이 단 한 번이
라도 목졸림을 당했다면, 당신은 파트
너에게 살해당할 확률이 750% 더 높다
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저희는 당신에게 응급실이나 의료진에
게 즉시 진료를 받으시고 옹호자에게
지원을 요청할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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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정보

주경찰/경관 (이름과 소속 기관):

연락처 #:

법 집행 사건 #:

가정폭력/성폭행 프로그램:

지역 변호사/검사의 오피스:

* 최초 출두 공지

귀하의 사건에 대한 피고의 최초
출두 또는 죄상의 인정 여부 절차
는 다음과 같습니다:

날짜:

시간: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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