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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기간 중 가정 폭력 
감염되었거나 격리 중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 폭력 

가정 폭력은 가족 또는 서로 의지하는 관계에서 힘을 

남용하는 것입니다. 가정 폭력을 당하는 사람은 

행복과 안전 및 생존을 위협 받습니다. 

 
가정 폭력의 비율은 자연재해, 공중보건 위기 및 

불경기 후에 증가합니다. COVID-19 팬데믹 기간 

동안 가정 폭력을 겪고 있다면 어디로 연락할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학대 

COVID-19 등의 공중보건 위기로 인해 스트레스가 

늘고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건강하지 않은 

관계의 가족 안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여러분은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COVID-19 팬데믹 기간 동안 아동 서비스가 각 

케이스에 응답해 드립니다. 1-800-387-KIDS 

(5437)로 전화하여 보고하십시오. 

노인학대 

COVID-19 팬데믹 기간 동안 노인들이 더 취약하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및 자가격리를 실천해야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로 인해 노인들이 

학대에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가정 폭력 인포 라인(310-1818)은 노인 학대 

보호소 및 지역 사회 자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도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alberta.ca/seniors-

and-housing.aspx를 방문하십시오. 

 

 
 

사회적 격리 

주정부는 모든 앨버타 주민에게 스스로를 보호하고 

COVID-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스스로와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식료품점, 병원 및 기타 

필수적인 목적으로 외출할 때 다른 사람과 최소 

6피트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격리는 가정 폭력의 위험 요인입니다. 가정 폭력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친구 및 가족의 지원을 받습니다. 

가정 폭력 인포 라인 

310-1818로 전화하십시오. 

연중무휴 24시간 170개 이상의 언어로 

지원됩니다.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alberta.ca/SafetyChat에서 인포 라인이 

온라인 채팅을 통해 도와드립니다. 

여러분 자신 또는 아는 

사람이 긴급한 위험에 처해 

있다면 911로 

전화하십시오. 

COVID-19에 걸렸거나 자가격리 

중이거나 증상이 있는 경우에도 경찰과 

RCMP가 응답해 드립니다. 

https://www.alberta.ca/family-violence-prevention.aspx
https://www.alberta.ca/seniors-and-housing.aspx
https://www.alberta.ca/seniors-and-housing.aspx
http://alberta.ca/safetyc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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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팬데믹 기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및 

자가격리 또는 격리로 인해 소중한 관계의 사람들과 

연락이 어려워질 수도 있지만 연락을 유지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가격리, 격리, 봉쇄 중이거나 COVID-19 증상이 

있는 경우, 전화, 문자, 영상통화 또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사람들과 연락을 유지하십시오. 
 

지원 받는 방법 

개인적 지원 

친구들 및 가족과 연락을 유지하는 것은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관계의 사람들과 연락을 

유지하는 다양한 방법을 고려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보살피는 지역 사회의 사람들을 

지원하십시오. 

 
앨버타 주민을 위한 지원 

여성 보호소, 아동 보호 센터, 성폭력 센터 및 많은 

가정 폭력 지원 센터가 지원을 계속 제공하기 위해 

COVID-19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가정 폭력 인포 라인은 모든 앨버타 주민에게 

무료로 지원됩니다. 여러분과 가까운 지원 리소스로 

연결해 드리고 안전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연중무휴 24시간 170개 이상의 

언어로 지원되는 310-1818로 전화하여 도움을 

받으십시오.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alberta.ca/SafetyChat에서 익명 웹 채팅을 통해 

도와드립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정 폭력을 겪고 있는 

사람의 지원을 도울 수 있습니다: 

• 누군가가 다르게 행동하거나, 평소와 

다르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하는지 

인지하기 

• 가정 폭력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공감하기 

•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물어보기 

• 무엇을 원하는지 경청하고 연락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찾기 

COVID-19 지원 

COVID-19 에 대한 앨버타 주정부의 대응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alberta.ca/COVID19 에서 볼 수 

있습니다. 

 

https://www.alberta.ca/family-violence-prevention.aspx
http://m2.icarol.com/ConsumerRegistration.aspx?org=2181&amp;pid=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