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폭력에 관한 잘못된 오해들 
 

오해 1. 가정폭력은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가정폭력은  화를 참지 못하여 나타나는 순간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가정폭력은 배우자나 가까운 파트너가 상대를 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의도적인 협박, 신체 공격, 성적 폭력등의 학대적 행동의  반복적인 패턴을  의미합니다. 

 

오해 2. 가정폭력은  낮은 교육 수준 혹은 저소득층 가정에서만 발생한다.  

가정폭력은 사회 내의 모든 계층을 막론하고 발생합니다. 가정폭력 가해자들의 교육 수준, 소득 수준, 직업군, 종교 등은 

다양합니다. 

 

오해 3. 가정폭력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심각하지 않다.    

가정폭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피해와 건강상의 문제는 엄청납니다. 직접적인 폭력을 당한 피해자는 상해와 

더불어 심리적인 외상(trauma) 등 심각한 고통을 겪으며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해 4. 가정폭력은 신체적인 폭력만 해당된다.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정서·언어폭력에 의한 심리적 학대, 성적 학대, 사회·경제적, 또는 법적 압박등의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오해 5. 가정폭력 피해자는 언제든지 가해자를 떠날 수 있다. 

가정 폭력 피해자는 재정, 신분, 두려움, 종교, 자녀양육등의 여러 이유로 인하여 가해자를 쉽게 떠날 수 없습니다. 

 

오해 6. 가정폭력이 일어나는 이유는 피해자의 잘못된 행동, 음주 또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다.  

가해자들이 폭력을 하는 이유는 그들이 성장하면서 상황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폭력을 보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장과정에서 폭력을 습득했기 때문입니다. 

 

오해 7. 가정폭력  발생 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더 이상 폭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가해자들의 폭력 행위는 습관적인 행동 패턴입니다. 이것은 자책과 약속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가 아니므로 전문적인 치료와 

교육이 필요합니다.  

 

오해 8. 가정폭력이 일년에 한 두 번 정도 일어나는 것은 그리 심각하지 않다. 

일 년에 한 두 번 정도라 하더라도 가해자의 폭력 행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신체·정서적인 고통을 줍니다. 

 

오해 9. 가정폭력은  가정 내의 문제이다. 

가정폭력은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이며 범죄입니다. 미국 내에서 신고된 가정폭력 피해자 중 95%정도가 

여성이며,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가정폭력은 남녀간의 불평등한 권력관계에 근거한 문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해 10. 가정폭력 가해자들은 외형적으로 공격적이고 무서운 모습을 가진  사람들일 것이다.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험악해 보이지 않고, 매우 평범해 보이는 경우가 많으며, 심지어는 사회적으로  평판이 좋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가족 중 한 명, 친구, 혹은 직장 동료일 수도 있으며, 가해자의 약 85% 는 남성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