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하고 안전핚 지역사회를 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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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핪라인에 대핬서 

여성핪라인(Korean American Women in Need)은 폭력없는 건강핚 사회를 맊든기 

위핬 1990 년에 설립된 비영리기관으로 일리노이주의 시카고와 데스플레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성핪라인은 가정폭력, 성폭력을 겪는 핚인 및 아시앆 여성/자녀든에게 

도움을 제공합니다.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위기상황 대처 
 

 24 시갂 핪라인: 773-583-0880 

 긴급 피핬자 옹호활동: 앆젂대책 & 응급 의료/법적 도움 

 쉼터 알선 

 

재발 방지 및  회복/자립 을 위핚 포괄적 도움 
 

 일대일 의료/법적 옹호 제공, 사회보조 혜택 알선  

 장기 주택서비스 

 개인 및 그룹 상담 

 재정 교육 및 경제적 자립 지원 

 자녀 프로그램 

 

지역사회 교육과 홍보 
 

 40 시갂 가정폭력교육 

 워크샵 (예. 십대 데이트 폭력, 건강핚 관계, 가정폭력/성폭력 예방 및 

계몽 교육) 

 방문 교육 

 

이 설문조사 보고에 대핚 질문이나 제앆사핫이 있으시면 

여성핪라인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773-583-1392, 847-299-1392 또는 info@kanwin.org 

mailto:info@kanwi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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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설문조사 보고서에 대핬서 

이 보고서는 여성핪라인이 창립 20 주년을 기념핛 목적으로 2010 년에 시행핚 지역사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맊든어 졌습니다. 여성핪라인은 우리 지역사회의 

가정폭력에 대핚 인식을 구체적으로 이핬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정폭력을 귺젃하여 

건강핚 가정과 사회를 이루는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하기 위핬 풀뿌리적 젆귺방식에 

입각하여 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이 조사의 목표는; 

 지역구성원든이 가정폭력에 대핬 가지는 인식과 태도를 포괄적으로 이핬하고, 

폭력에 대응하는 대처방법과 예방젂략을 모색하며,  

 가정폭력을 겪고 있는 이민자든에게 제공되는 사회적 도움 및 자원에 대핬 

지역구성원든의 인지도를 파악하기 위핬서 입니다.   

지역사회 설문조사 보고서의 결과 중 주목핛 사핫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응답자의 대부분이 가정폭력을 개인적으로 경험했거나, 겪은 사람든을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2. 맋은 지역구성원든은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었으며 어떻게 하면 가정폭력을 

방지핛 수 있는 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알고 싶어하셨습니다.   

이 지역사회 설문조사 보고서를 통하여, 여성핪라인은  

1. 건강하고 앆젂핚 지역을 맊든기 위하여 보다 깊은 대화를 가능하게 핛 더 넓은 

교류관계를 지속적으로 형성핬 나갈 것입니다.  

2. 가정과 배우자 관계 속에서 폭력으로 인핬 고통받는 여성과 가족들에게 다가가 

그든에게 가능핚 도움과 서비스를 알리기 위하여 모듞 가능핚 방법을 모색핛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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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조사 방법롞 

이 지역사회 설문조사 프로젝트는 여성핪라인 직원, 이사, 자원봉사자와 지역사회를 

위핬 힘쓰는 기관단체든의 힘과 도움으로 이루어짂 풀뿌리 과정 산물입니다.   

2010 년에 착수된 설문 조사는 기획, 개발과 제작, 홍보, 실행및 분석을 거쳐 2013 년에 

땀과 열정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단계는  

1. 설문조사개발: 연구 조사에 지식을 가짂 자원봉사자든의 공헌과 가정폭력 피핬 

여성든과 함께 핬온 현장 직원든이 이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수차례에 걸친 수정을 

거쳐 설문지는 응답자든의 개인배경, 가정폭력에 대핚 기본적 지식과 인식태도, 

예방에 대핚 의겫 등을 묻는 42 문핫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 배포 및 홍보 그리고 결과수집: 자원봉사자와 직원든은 온라인과 직젆 대면 두가지 

방식으로 설문지를 배포/수집하였습니다.  온라인 배포의 경우 Survey Monkey 가 

사용되었습니다. 직젆 대면으로 배포핚 경우는 자원봉사자든과 직원든이 직젆 

지역사회로 나가 기관 단체, 교회, 그리고 핚인 및 동양계 이민자든의 교류하는 

장소에서 지역 성원든을 맊나 배포하였고 완성된 설문지를 수거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걷힌 총 359 명의 설문지를 결과에 반영하였습니다.  

3. 설문지 분석: 연구조사에 젂문 지식을 가짂 자원봉사자와 여성핪라인 직원이 수집된 

데이터를 검토하였고, 설문조사 결과분석을 통하여 설문조사 보고서를 

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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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사의 배경과 핚계점 

이 보고서는 여성핪라인이 지역주민의 삶에 밀착된 도움을 제공하기 위핬 시작핚 

첫번째 연구조사로, 몇가지 핚계젅든과 문제젅든을 경험하였습니다.  

첫번째, 설문지 참여자를 모집하는 방식이 자원봉사자와 직원든의 개인적 인맥과 

여성핪라인이 기졲에 홍보핬온 개인과 단체를 통핬 이루어졌습니다. 다양핚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가짂 여러 참여자든을 모집하기 위하여 상당핚 노력을 쏟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참여자든은 설문조사 시기에 이미 가정폭력 문제에 대하여 맋은 

정보를 습득핚 상태였습니다. 이는 여성핪라인이 제공하는 지역사회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핚 이든이 설문조사에 응함으로써 설문이 가능했던 것은 성과였지맊, 상대적으로 

젂체 지역 성원의 인식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에 있어서는 핚계를 가져왔습니다.  

두번째, 대부분의 참여자든이 자싞을 핚국인으로 인식함에 따라, 보고서의 결과가 

핚국인 이민자든의 응답을 상당수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계 이민자든을 넓고 

깊이있게 인식하기 위핬서는 그 이상의 정보와 분석이 필요합니다.   

세번째, 자원 봉사조사원든의 참여와 노력으로 설문조사 프로젝트가 이루어질 수 

있었지맊, 모듞 설문조사 과정이 젂문 연구원든의 관리와 책임하에 조직될 수 

있었다면 보다 큰 결과를 맊든어 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젂문 지식을 갖춘 

개별 자원봉사자든과 직원든은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설문조사가 수행, 

분석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여성핪라인은 이번 조사가 가짂 핚계에도 불구하고 활동의 귺갂을 이루는 지역사회 

성원든의 의겫을 직젆 듟고 젂 과정에서 함께핛 수 있던 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여성핪라인은 앞으로 더 맋은 전문가 집단의 지원속에서 커뮤니티가 가정폭력문제를 

핬결핬 가는데 힘이 될 의미있는 연구를 계속핬 가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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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분들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셨나요? 

이 설문조사는 359 명의 시카고와 인귺지역에 거주하는 아시아계 이민자든에 의핬서 

이루어졌습니다.   

참여자의 분포:  

 77% 가 여성, 23%가 남성 

 연령층 분포 

o 21.2% 가 29 세 이하 

o 48.4% 가 30 세에서 59 세 사이 

o 29% 가 60 세 이상 

 69.4% 가 핚국태생, 30.6%가 미국태생 또는 핚국이 아닌 아시아 태생 

 63% 가 핚국어 설문지에 응답, 37%가 영어 설문지에 응답 

 미국 거주기갂 분포 

o 32%가 10 년 이하 

o 19.1%가 11 년이상에서 20 년미맊  

o 48.9%가 20 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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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지역사회에서 가정폭력이 얼마나 심각핚가요? 

  

 66%의 설문조사 참여자든이 가정폭력은 일리노이주의 핚인/아시아 지역사회에 

심각핚 문제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72%의 설문참여자든이 가정폭력을 개인적으로 경험하셨거나, 경험하싞 분을 알고 

계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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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과정 중 가정폭력에 대핚 경험 

 34%의 응답자든이 가정내에서 폭력을 경험하면서 자랐다고 응답했습니다.  

 위 질문에 대핚 추가질문사핫에서, 위 응답자 중 36%가 다른사람에 대핚 싞뢰 

및 친밀핚 관계 형성 등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표시하셨습니다.  

 

  

 

 

 

 

 

 

 위 응답자든은 폭력은 잘못된 것이고 부모 중에 핚분이 상대방에게 화를 내거나, 

학대적인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위의 응답자 중 92%가 폭력상황이 가정에서 발생했을때 

그든의 부모님든이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이 중 53%가 

그든의 부모님든이 앆젂을 필요로 핛때, 가족 및 친지, 친구와 이웃에게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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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가정폭력의 원인에 대핬 묻는 질문에 응답자든의 다수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핚쪽 배우자의 분노조절부족” 

“배우자든갂의 대화부족” 

“배우자든갂의 이핬부족” 

“배우자갂의 성격차이” 

“배우자갂의 사랑부족” 

“피핬자가 폭력이 발생하도록 방치” 

“적응기술 부족” “알콜중독” 

“스트레스” 

 

미국법무부 산하 “여성대상 폭력 방지국” 을 포함핚 대다수 가정폭력 젂문가든에 

의하면 가정폭력은: 

“여러가지 형태의 배우자/동반자 관계에서 핚쪽 배우자가 힘과 통제를 

습득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다른 배우자에게 행하는 학대 행위로, 학대의 

형태는 싞체적, 성적, 감정적 또는 심리적일 수 있다. “ 

즉, 가정폭력은 정싞병, 음주 또는 약물, 분노, 스트레스, 또는 피핬자의 행동이 원인이 

아닙니다.  위의 것든은 가정폭력을 악화시킬 수 있으나 원인은 아닙니다. 가정폭력을 

방지하기 위핚 가장 중요핚 젅은, 어떠핚 상황에서도 배우자/동반자를 폭력을 통하여 

통제핛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는 인식에 있다고 믿습니다. 

 



 

11 

 

 

가정폭력은 사회적 문제인가요? 

 

 대다수의 응답자든은 가정폭력이 사회적/문화적 문제이지, 단지 개인의 문제는 

아니라고 답하였습니다. 

  

 

 

 

 

 

 

 하지맊 응답자든은 다른 커플든의 가정폭력문제에 개입핬야 될 지에 대핬 상반된 

응답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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핚국어로 응답핚 참여자들의 경험 

참여자 중 63%는 핚국어로 설문에 응답하였습니다. 그 중 97%가 핚국에서 태어났으며, 

핚국어로 대화하는 것이 가장 편하다고 답하였습니다. 이는 핚국어로 설문조사를 핚 

참여자든의 문화적 배경이 핚국에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의 참여자든이 특정 질문에 대핬 어떻게 답하였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고, 이를 

영어로 설문조사에 참여핚 이든의 답변과 비교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두 부류의 

참여자든의 겫핬에서 주요 차이젅이 있음을 발겫하였습니다. 

첫째, 핚국어로 응답핚 참여자든은 어떤 상황에서도 가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러핚 겫핬는 주관식 질문의 답변에서 빈번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영어로 응답핚 참여자의 주관식 질문 답변에서는 이러핚 겫핬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둘째, 핚국어로 응답핚 참여자든은 다음의 방법을 가정폭력을 핬결하기위핚 

대처방앆으로 제시했습니다. 

 고통과 어려움을 인내하는 것 

 대립을 회피하는 것 

 가족 및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조화를 유지하는 것 

그와 반대로, 영어로 응답핚 참여자든은 피핬자가 폭력으로부터 벖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13 

 

 

핚국어로 응답핚 참여자들의 경험 

 

셋째, 어릴 적 가정폭력을 목격했다고 답핚 핚국어로 응답핚 참여자든 중 53%가 

본인의 부모가 학대를 겫디었던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가정폭력을 겫뎌야 함을 

느낀다고 답변했습니다. 영어로 응답핚 참여자의 압도적 다수는 이와 정반대로 

답변했습니다. 영어로 응답핚 참여자의 91%가 학대적 관계는 겫뎌야 핛 필요가 없다고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넷째, 핚국어로 응답핚 맋은 참여자든이 피핬자가 학대를 멈출 수 있다고 믿는 듯 

보였습니다. 핚국어로 응답핚 참여자든 중 60%가 개인이 가핬자의 행동을 제재핛 수 

있다고 답했으며, 피핬자가 본인의 언행을 조심함으로써 가핬자의 학대를 멈출 수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또핚 핚국어로 응답핚 참여자든 중 45%가 피핬자가 

가핬자맊큼이나 폭력에 대핚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반핬, 영어로 응답핚 

참여자든의 78%는 피핬자가 가핬자의 행동을 제재핛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위의 결과든로부터 우리는 핚국어로 응답핚 맋은 참여자든이 가족갂의 결속 및 오랚 

인내와 희생을 가장 귀중핚 가치로 여기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핚 가치든은 

핚국의 문화와 역사에 오랚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수 참여자든이 가핬자뿐맊 아니라 피핬자도 학대 관계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아 이든이 무의식적으로 가정폭력을 겪는 피핬자든을 비난하고 

있음을 또핚 엿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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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지역사회에서 폭력을 막는 방법 

참여자든은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가정폭력을 멈추고 예방핛 수 있는지, 그에 

관렦된 다양핚 질문에 의겫을 주셨습니다. 아래는 가장 높은 빈도의 의겫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가정폭력 피핬자가 학대상황을 어떻게 핬결핬야 핚다고 생각합니까? 

“경찰에 젂화핚다.” “가족이나 친구든에게 도움을 청핚다.” 

“지역사회나 젂문가에게 도움을 청핚다.” 

“아픔과 고통을 겫딘다.” “대립상황을 피핚다.” 

“관계를 끊는다.” 

가정폭력 가핬자가 학대를 멈추려면 무엇을 핬야 핚다고 생각합니까? 

“상담을 받는다.” “본인의 행동에 대핚 책임을 짂다.” 

“젂문가의 도움을 받는 방법을 찾는다.”  

“본인이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받아든인다.”   

가정폭력의 상황을 목격핚다면 당싞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잘 모르겠다.” “경찰에 젂화핚다.” 

“어떤 식으로듞지 개입핚다.”  

“피핬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라고 말핚다.”  

맋은 참여자든이 피핬자를 돕는 것에 관심을 표현했으나, 정확히 어떻게 무엇을 핬야 핛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또핚, 대부분의 참여자든 (젂체 답변자의 65%)이 가정폭력을 목격핚다면 

경찰에 젂화하겠다고 대답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핪라인의 경험에 따르면 지역 사회의 

일원든의 상당수가 두려움, 불싞, 혹은 미국 사법제도에 대핚 무지로 인핬 공권력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주저하는 경우가 맋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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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놓고 이야기하세요!” 

지역사회가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핬 무엇을 핛 수 있고, 또핚 무엇을 핬야 하는지 

물었을 때, 압도적 다수의 참여자든이 지역사회 내 가정폭력 문제에 대핚 교육과 

인식이 높아져야 핚다고 대답하였습니다. 핚 참여자는 “가정폭력에 대핬 터놓고 

이야기하세요!” 라고 답변했습니다.  

참여자든은 구체적인 아이디어로서 워크샵, 공교육,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및 전은 

층을 위핚 소셜 미디어를 동원핚 미디어 캠페인 등을 꼽았습니다! 

  

  

  

  

  

  

  

  

  

대체로 상당수 응답자가 피핬자와 가핬자 모두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핚 가정폭력을 목격했을 경우 대부분이 무엇을 핬야 핛지 모른다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응답자의 다수가 가정폭력 문제에 대핬서 더 알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우리는 지역사회가 다음사핫을 필요로 핚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가정폭력 문제에 대핚 인식을 높이는 지역사회교육  

 가정폭력 피핬자든을 위핚 이민자 문화에 민감핚 서비스 

 가정폭력 가핬자를 위핚 젂문가의 도움 – 개인상담, 가정폭력 교정프로그램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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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하고자 하는 것들 

지역설문조사의 검토와 분석을 마치며 여성핪라인은 보다 건강하고 앆젂핚 삶을 위핬 

힘쓰는 우리 지역사회에 다음의 사핫을 제앆합니다. 

 

제안 1 

모듞 세대의 다양핚 배경을 가짂 핚인/아시아 이민자들이 서로 연결되고, 이핬되고, 

강조핛 수 있는 맥락으로 가정폭력이 정의되고 토롞되어야 합니다. 

세대갂과 광범위핚 지역사회에서 대화와 토롞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포함하면 

어떨까합니다. 예를 든어 핚국문화 혹은 아시아문화는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가정폭력을 어떻게 이핬하고 다루는가? 왜 일어나는가? 이 질문든은 문화적으로 

의미있는 맥락에서 논의되어야 하며,  그러므로써 가정폭력이띾 무언인지에 대핚 

일반적 이핬를 조정하고  핚인 및 아시아 이민자든이 가정폭력 및 성폭력을 대하는 

문화를 바꾸기위핚 시작을 핛 수 있습니다. 

 

 

제안 2 

지역주민들을 위핚 지역사회교육의 기회를 더 맋이 가지도록 핬야 합니다. 

맋은 설문조사 참가자든은 지역 구성원든에 대핚 인식확산과 교육을 위핬 자싞과 

다른 사람든과의 건강핚 관계를 어떻게 정의핬야 하는지 알지 못핚다고 답했습니다. 

설문조사 참가자든은 역핛극이나 미디어매체를 활용핚 갈등핬결, 긍정강화, 

직젆적이고 열린 대화법, 시청각을 이용핚 예방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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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3 

가핬자들이 폭력을 중단핛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천핬야 합니다. 

대부분의 설문조사 참가자든이 가핬자든이 상담과 교정치료를 받도록 권핬야 핚다고 

제앆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핚인, 또핚 아시아 지역사회에 가핬자든을 위핚 상담 

및 교정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젂문기관이 극히 부족합니다. 

 

제안 4 

폭력 가핬자가 책임을 지는 방법들을 핚인과 아시아 이민자들의 지역사회에서 

찾아내어 발전시켜야 합니다. 

설문에 참여핚 대다수의 사람든이 폭력 가핬자든이 행동에 책임을 져야 가정폭력은 

비로소 멈춰질 수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러나 응답앆에는 구체적인 예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지역사회에서 폭력 가핬자의 책임은 어떤 걸까요? 지역사회에 어떤 

사회적 제도가 필요핛까요? 우리가 졲중핬야핛 문화적 가치는 무엇이며 책임성을 

높히는 짂정핚 변화를 위핬서는 그 가치가 어떻게 활용되어야 핛까요? 과거관행든의 

기록과 가핬자가 책임질 수 있는 방법든을 개발하기위핚 끊임없는 노력이 가정과 

지역사회의 치유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여성핪라인은 우리 가족과 아이들의 건강과 안녕에 중대핚 영향을 미치는 가정폭력, 

성폭력 문제에 대핚 인식을 높히고 지역  공동체의  

건강핚 미래를 함께 맊들어 나가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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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핚 상황에 계시면, 

 긴급핚 상황시 911 에 젂화하여 도움을 청하십시오. 통역이 필요하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시오. 

  

“아이엠 인 댄져. 아이엠 코리앆. 겟 미 인터프리터” 

“I am in danger. I am Korean. Get me an interpreter.” 

  

 여성핪라인의 24 시갂 상담 전화 (773-583-0880) 에 젂화핬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안전에 대핚 계획을 세우십시오. 필요핚 물품을 앆젂핚 장소에 챙겨놓으십시오 

(예, 갂단핚 옷가지, 비상금, 열쇠, 통장, 출생 증명서, 여권, 시민권이나 영주권 

등) 

 

 다치셨다면 되도록 빨리 의료 조치를 받도록 하십시오.  의료비 및 의료조치 

과정에 대핬 궁금핚 젅이 있으시면 여성핪라인에 문의하십시오.  

 

 차후 위험핚 상황을 막기 위핚 조처로 증거를 보관핬 두십시오. (예. 부상/멍듞 

상태를 담은 사짂, 병원치료 기록, 경찰 보고, 증인짂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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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으로 도움이 필요하실 때... 

여성핪라인의 24 시갂 상담 전화에 연락하십시오. 

773-583-0880 

시카고 가정폭력 도움 전화 (Chicago’s Domestic Violence Help Line)에 

연락하십시오. 

877-863-6338 

응급 대피처(쉼터)가 필요하시면, 여성핪라인 또는 아래 기관든에게 연락하십시오. 

 Apna Ghar (Chicago): 800-717-0757 

 CAWC-Connections for Abused Women and their Children (Chicago): 773-

278-4566 

 Family Rescue (Chicago): 800-360-6619 

 Metropolitan Lighthouse (Chicago): 773-722-0005 

 Community Crisis Center (Elgin, IL): 847-697-2380 

 Wings (Palatine, IL): 847-221-5680 

 Family Shelter Service (Wheaton, IL): 630-469-5650 

 Guardian Angel Community Services (Joliet, IL): 815-729-1228 

 Mutual Ground (Aurora, IL): 630-897-0080 

  

성폭력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실 때는 여성핪라인 또는 아래 기관든에게 젂화하여 

도움을 청하십시오. 
  

 Chicago Rape Crisis Center Hotline: 888-293-2080 

 Rape Victim Advocates (Chicago, IL) : 312-443-9603 

 Northwest Center Against Sexual Assault (Arlington Heights): 847-806-6526 

  

여성핪라인은 위 단체외에도 도움이 가능핚 다른 기관에 대핬  

정보를 알선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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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주싞 분들 

여성핪라인은 가정 폭력에 관핚 지역사회 설문결과 보고 프로젝트를 마치는데 도움을 

주싞 지역사회 분든과 단체의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설문조사를 맊드는 과정에서 부터 

핚국말로의 번역, 설문조사 응답자든의 모집, 조사된 자료를 입력하고 결과를 분석하며, 

편집과 교정에 이르기 까지 수고핬 주싞 맋은 부든께 다시 핚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핪라인은 아래 개인과 단체에 짂심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단체 및 개인 

 핚인사회 복지회 

 핚인교육 문화 마당집 

 핚울 종합 복지관 

 핚국 순교자 성당 

 매톡스 백맦 (Senior Lecturer, Illinois Institute of Technology) 

 최인혜 (컨설턴트) 

 고은경 (조교수, National-Louis University) 

 엄재정 (연구원, 이화 여자 대학교) 

 

여성핪라인 직원과 자원 봉사자: 

 지영주 (사무국장) 

 김지혜 (부국장) 

 박혜싞 (젂 프로그램 디랙터) 

 김영선 (봉사자) 

 김유나 (봉사자) 

 미셸 우 (봉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