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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근거 폭력에 
반대하는 16일의 행동주의 
캠페인은 무엇입니까? 
성별 근거 폭력(Gender-Based Violence, GBV)을 반대하는 16일의 행동주의는 
해마다 세계여성폭력추방의 날인 11월 25일부터 인권의 날 12월 10일까지 일어나는 
캠페인입니다. 1991년 창립 이래 이 캠페인은 GBV를 예방하고 종식시키기 위한 
국제적인 운동이 되었습니다. 

가정 및 성별 근거 폭력 종식을 위한 시장실(End Domestic and Gender-Based 
Violence, ENDGBV), 성평등 위원회(Commission on Gender Equity, CGE), 
시장실 산하 형평성실(Mayor’s Office of Equity, MOE)은 파트너 조직 및 시 기관과 
협력하여 NYC 캠페인을 공동으로 주도합니다. 본 캠페인은 교차적이며 여러 형태의 
차별이 어떻게 중복되는지 인식하고 보호되는 계급 중 연령, 민족/인종, 신앙, 성 정체성 
또는 표현, 이민 신분, 신체적 및 정신적 능력, 성적 취향, 사회경제적 여건과 무관하게 
모든 이들에 대한 GBV를 종식시킬 것을 외칩니다.   

모든 자치구에 성별 근거 폭력 종식
2022년도 캠페인 테마는 모든 뉴요커가 현지 지역 사회부터 시작하여 GBV에  
대하여 조치를 취할 필요에 대해 성찰하도록 “모든 자치구에 성별 근거 폭력 종식”으로 
정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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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기

GBV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GBV는 여러 형태로 나타나며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가정 폭력, 친밀한 파트너 폭력, 십대 데이트 폭력  

및 가족 폭력 
•	 노인학대
•	 여성 성기 할례/절단
•	 인신매매, 즉 성매매와 노동력 매매
•	 낙태 제한이나 강제 불임을 포함하는 제도적, 

구조적 폭력
•	 온라인 괴롭힘
•	 성폭력, 성희롱 및 폭행
•	 스토킹 
•	 길거리에서의 괴롭힘

GBV는 항상 
신체적 폭력과 
동반됩니까?

아니오. GBV는 한 형태의 폭력 또는 여러 형태를 갖출  
수 있으며 다음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경제적
•	 정서적 또는 심리적
•	 제도적 또는 구조적
•	 신체적
•	 성적

•	 언어적

성별 근거 폭력
(GENDER-BASED 
VIOLENCE, GBV)은 
무엇입니까?

GBV는 성별 간 불평등한 권력 관계를 
악용하는 데 뿌리를 둔 정서적, 신체적, 
언어적, 성적, 경제적 및/또는 구조적 
학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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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에 관계없이 누구나 GBV를 경험할 수 있지만 
소녀, 여성, 트랜스젠더, 젠더 비순응 및 논바이너리
(transgender, gender non-conforming and 
non-binary, TGNCNB) 사람들이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차별, 연령 차별, 동성애 혐오, 인종 
차별, 성 차별, 외국인 혐오를 포함하는 중복된 억압 
체계의 결과로 GBV를 경험할 위험이 더 큰 사람들의 
몇 가지 예입니다. 
•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퀴어(lesbian, gay, 

bisexual, queer, LGBQ) 지역사회
•	 이민자 지역사회
•	 원주민 공동체
•	 장애를 겪는 분
•	 유색인종
•	 청년 및 노인들

NYC에서 누가 
GBV 위험이 
더 높으며 왜 
그렇습니까?

모든 곳에서 일어날 수 있지만 다음 공간과 지역사회는 
특히나 위험이 더 높습니다.
•	 다음을 겪는 이들을 포함하여 조직적인 억압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지역사회들.
o 빈곤
o 취직 기회 부족
o 사법 제도의 제도적 지원 부족
o 지역사회 내 성폭력에 대한 일반적인 관용

•	 디지털 및 온라인 공간
•	 학교 및 대학 캠퍼스를 포함한 교육 환경
•	 양로원
•	 바, 클럽 등과 같은 유흥 장소
•	 환승 허브/역
•	 직장

GBV는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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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NYC의 성별 근거 폭력

2021
2020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NYC의 신고된 LGBTQ+ 
남성을 겨냥하는 편견 사건이 

2018년 설문 조사에 의하면 

1   https://www1.nyc.gov/assets/ocdv/downloads/pdf/Community-District-FA-IPV-Final-Report-Website.pdf
2   https://www.hrc.org/resources/fatal-violence-against-the-transgender-and-gender-non-conforming-community-in-2021
3   https://www1.nyc.gov/site/nypd/stats/reports-analysis/hate-crimes.page
4   https://wagner.nyu.edu/files/faculty/publications/Pink%20Tax%20Survey%20Results_finaldraft4.pdf
5   https://comptroller.nyc.gov/reports/results-of-a-survey-of-lgbtq-new-yorkers/
6   https://www1.nyc.gov/assets/ocdv/downloads/pdf/2022-Annual-FRC-Report.pdf

여성  
75%와

남성 
47%가

년도는 미국에서 TGNCNB 
이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해였습니다.2

2020년도에서 2021년 사이 
NYC 여성은 

나 더 높았습니다.1
154%만큼 
증가하였습니다3

NYC의 대중 교통에서 희롱 또는 절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4

2017년 설문 조사에 의하면 

공공 장소에서 평등한 대우 또는 서비스를 받지 
못하였거나 언어적 또는 신체적 희롱을 겪었다고 
하였습니다.5

NYPD 신고 내역에 의하면  
남성보다 친밀한 파트너 공격의  
피해자일 확률이 

3배
TGNCNB 뉴요커 중 

70%가 

2010년부터 2021년 사이 
흑인과 히스패닉 여성은NYC
에서 친밀한 파트너로 인해 
일어나는 

참사의 57%를 

차지하였고 

총 인구 중에는 
28%였습니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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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기
널리 알리기 
해시태그 #NYCAgainstGBV (GBV를 반대하는 NYC)와 #OrangeTheWorld  
(주황색으로 물들이기)를 이용하거나 아래 그래픽을 이용하여 소셜미디어에 GBV에 
대해 게시하여 본 캠페인을 지원하십시오. 11월 28일 캠페인의 공식 색상인 주황색을 
착용하므로 인지도를 높이고 해시태그를 사용하여 소셜미디어에 사진을 올리십시오. 
또한 11월 28일 NYC 건물과 랜드마크가 주황색으로 점등되는 것을 살펴보십시오!

샘플 소셜미디어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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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를 참석하거나 조직하기 
모든 뉴요커들과 뉴욕시 조직들이 대면 또는 가상 이벤트를 성별 근거 폭력을 
반대하는 16일의 행동주의의 일부로 개최할 것을 장려합니다. 저희 웹사이트
(www.nyc.gov/16Days)에 있는 이벤트 제출 양식을 작성하여 본인의 무료,  
공공 이벤트를 시립 캠페인 달력에 추가하십시오.

도시 전체에 걸쳐 일어나는 이벤트 목록은 저희 웹사이트(www.nyc.gov/16Days)의 
캠페인 달력을 참조하십시오. 

수용성 구축하기
ENDGBV 교육 팀에 직장 내 GBV 및 그 교차에 대한 교육을 요청하거나 ENDGBV
의 원조 팀에게 연락하여 GBV와 그 영향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지역사회 워크샵 
또는 행사 일정을 잡으십시오. 교육 요청 (www.nyc.gov/site/ocdv/programs/
training-institute.page)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거나 원조 팀에게 연락하십시오  
(https://www1.nyc.gov/site/ocdv/programs/outreach.page).  

1 생존자들을 지원하고, 들어주고, 믿어주십시오

2 차세대에게 GBV에 대해 가르쳐주며 참여시키고 그들로부터 배우십시오

3 여러분의 지역사회 요구를 다루는 GBV 대응 서비스를 요구하십시오

4 동의를 이해하고 모든 친밀한 행동에 있어 동의가 존재하는지 확실히 하십시오

5 GBV의 징후와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배우십시오

6 여러분의 지역사회에서 GBV에 대한 대화를 시작하십시오

7 도움을 찾는 방법에 대해 자원과 정보를 보유하십시오.

8 GBV를 방지하고 다루는 조직들을 강화하고 지원하십시오. 

9 본인과 타인에게 책임을 물으십시오 

10 GBV에 대한 데이터에 대해 자습하고 추가 데이터를 요청하십시오

*UN Women 내용 개작 (https://www.unwomen.org/news/stories/2020/11/
compilation‑take‑action‑to‑help‑end‑violence‑against‑women) 

성별 근거 폭력을 종식시키기 위해 여러분이 도울 수 있는 10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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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자들을 지원하고, 들어주고, 믿어주기 
여러분의 삶에 존재하는 GBV 피해자와 생존자들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까요?

•	 본인이나 타인이 즉각적인 위험에 처한 경우 911에 전화하십시오. 이는 경찰 
대응을 유발할 것이라는 것을 유의하십시오. 

•	 본인께 사연을 털어놓는 이를 믿으십시오. 판단이나 조언 없이 들어주십시오.
o 당사자에게 결정을 내리도록 압력을 가하지 마십시오. 
o 본인의 지원에 조건을 걸지 마십시오.
o 가해자를 핍박하지 마십시오. 그럴 경우 해를 당하는 이가 본인과 다시 

얘기할 확률이 더 낮아집니다.
•	 다음과 같은 지원적 표현과 진술을 사용하십시오. 

o “네 잘못이 아니야. 그런 대우를 받는 것은 마땅하지 않아.” 
o “내가 오늘 어떻게 널 지원해줄 수 있을까?” 
o “네 안전이 걱정돼. 무엇이 너가 안전하다고 느끼는데 도움이 될까?” 

•	 본인의 편견 점검하기.
o ‘그녀’ 대신 ‘그 사람’ 또는 ‘남자친구’ 대신 ‘파트너’ 등 성별 중립 표현을 

사용하십시오.
o 본인의 얼굴 표정과 바디 랭귀지를 유의하십시오. 
o 당사자의 종교 또는 문화를 탓하거나 방어하는 것을 피하십시오. 

•	 다음과 같이 피해자를 탓하는 표현을 피하십시오. 
o “왜 그런 대우를 받고 살아?” 
o “뭘 했길래 이런 일이 있었어?” 
o “왜 안 떠났어 아니면 왜 더 빨리 도움을 구하지 않았어?”

•	 당사자가 준비가 되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들과 얘기하도록 장려하십시오.
o 그들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안전에 대한 개인적 우려를 존중해주십시오.  
o 본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자기만의 선택을 내릴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해주십시오. 
o 당사자가 폭력이 재발할 수 있는 상황에 남기를 선택한다면 인내심을 갖고 

계속해서 지원을 제의하십시오.  
•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출처 정보를 공유하십시오. 무상의 비밀보장 

정보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웹사이트 www.nyc.gov/nychope와 전화번호 
800-621-4673로 연락하여 가족 정의 센터와 기타 이웃 지역 자원을 찾을  
수 있는 NYC의 온라인 안내 책자인 NYC Hope를 소개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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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NYC HOPE
NYC HOPE (www.nyc.gov/nychope)는 모든 5개의 자치구에서 가정 및 성별 근거 
폭력 생존자들을 돕는 지역사회에 소재한 조직들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온라인 자원 
안내 책자입니다. 

안내 책자를 다음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자치구

•	 제공 서비스, 보호소 보조, 상담, 법률 서비스, 비상 금전적 보조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	 LGBTQ+ 개인, 인신매매 생존자, 십대, 이민자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특정 인구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조직들

•	 스페인어, 중국어(북경어, 광동어 및 대만어), 러시아어, 벵골어, 아이티 크리올어, 
한국어, 아랍어, 우르두어, 프랑스어, 폴란드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언어 제공

•	 대면, 온라인 또는 휠체어 접근 가능 위치 

온라인으로 NYC HOPE에 접속하십시오. 

www.nyc.gov/nychope

NYC의 24시간 주7일 운영 핫라인에 전화하십시오. 

800‑621‑4673
즉각적 안전 계획, 보호소 보조 및 기타 자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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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C 가정 정의 센터 
NYC의 가정 정의 센터(Family Justice Centers, FJCs) (www1.nyc.gov/ocdv/
programs/family-justice-centers.page)는 가정 및 성별 근거 폭력 피해자와 
생존자를 위해 무상의 비밀보장 보조를 전화 또는 대면으로 제공합니다. 언어, 수입,  
성 정체성 또는 이민 신분과 무관하게 모든 이들을 환영합니다.

대면 서비스는 원격 서비스에 안전하게 또는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경우 FJC에 
전화(월요일 ~ 금요일, 오전 9시~ 오후 5시)하여 예약하시거나 제일 가까운 FJC에 현장 
방문하십시오. 

원격 서비스는 가장 가까운 FJC에 연락하기 위해 311번 또는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하십시오. 음성사서함으로 연결되는 경우, 안전하다면 음성사서를 남겨주시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BRONX
NYC FAMILY JUSTICE CENTER  
198 EAST 161ST STREET, 2ND FL. 
(718) 508‑1220

BROOKLYN
NYC FAMILY JUSTICE CENTER  
350 JAY STREET, 15TH FL.  
(718) 250‑5113

MANHATTAN
NYC FAMILY JUSTICE CENTER  
80 CENTRE STREET, 5TH FL.  
(212) 602‑2800

QUEENS
NYC FAMILY JUSTICE CENTER  
126‑02 82ND AVENUE  
(718) 575‑4545

STATEN ISLAND
NYC FAMILY JUSTICE CENTER  
126 STUYVESANT PLACE  
(718) 697‑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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