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력 피해자이십니까?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저에게 생긴 일이 성폭력인가요?

누군가가 여러분의 의사에 반해 성적인 행동을 하도록 했다면 이는 성폭력입니다. 여기에는 옷 위 또는 아래에서의 
성적인 접촉, 성교, 구강성교, 다른 사람에게 성적인 접촉을 하게 하거나 기타 원치 않는 성적인 행동을 하게 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가해자와 연인 관계이면 어떻게 하나요? 이런 경우에도 성폭력에 해당하나요? 

예. 실제로 피해자는 보통 아는 사람에게 성폭력을 당합니다. 가해자는 배우자, 연인, 상사, 친구 또는 다른 아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신체적 부상을 입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성폭력에 해당하나요?  

예. 대부분의 경우 가해자는 무기를 사용하거나 신체적 강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피해자는 협박, 위협 
또는 속임을 당합니다. 가해자가 알코올이나 약물을 이용하는 것도 피해자를 성적인 행동에 참여시키기 위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가해자는 흔히 배우자, 아동, 이민자 또는 영어를 하지 못하는 사람과 같이 성폭력을 신고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이용합니다.

저는 식사나 수면에 어려움을 겪고 악몽을 꾸기도 합니다. 두렵고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이런 상태가 정상인가요? 

예. 모든 피해자는 서로 다르고 성폭력을 경험한 방식도 모두 다르지만, 이러한 반응은 성폭력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흔한 반응입니다. 

제가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가족이나 친구에게 알려야 할까요?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지는 본인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극도로 사적인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은 어려운 일일 수 
있지만, 신뢰하는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어려운 시간을 견디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여러분은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해질 권리가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요?

경찰에 성폭력 피해를 신고하고 싶은지는 본인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신고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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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를 입으면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야 하나요? 

심각한 신체적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즉시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911에 전화하십시오. 성병 감염 또는 임신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누가 저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지금은 아주 혼란스러운 시기이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수 있지만, 여러분께서는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 학대 
치료 센터의 훈련 받은 상담사가 지금 여러분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 드립니다. 통역사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성 학대 치료 센터 핫라인에 808-524-7273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24시간 운영) 직원이 위기 상담을 해드리고 
이제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센터 제공 사항: 

• 무료 성폭력 신체검사(폭행 120시간 이내) 
• 무료 위기 상담 
• 피해자의 법적 조치에 대한 정보

알려주신 모든 정보는 정보 공유를 요청하시기 전까지는 엄격히 기밀로 보관됩니다. 저희 센터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 
경찰에 성폭력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서비스를 요청하면 이민 신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시민과 외국인 관계없이 누구든 성 학대 치료 센터에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 미국 국적 또는 
법적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성폭력을 포함해 특정 범죄의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또는 보호자라면 
미국에서 체류하면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민자로서의 권리에 대한 추가 정보를 원하시는 경우 또는 경찰에 성폭력 신고를 하기가 두려운 경우, 하와이 법률 
지원 협회(Legal Aid Society of Hawaii)의 하와이 이민자 정의 센터 (Hawaii Immigrant Justice Center) 에 808-
536-8826 번 또는 이웃 섬에서 무료 전화인 1-800-499-4302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성폭력의 피해를 입은 것은 여러분의 책임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성 학대 치료 센터 24시간 핫라인: (808) 524-7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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