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전화 담당자:

IWSA 프로젝트 직원
9635 8022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
월요일에서 금요일
info@speakout.org.au

혹은 도움을 위해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주 7일 하루 24
시간 가능합니다.

경찰:
000

가정 폭력 상담 라인: 
1800 656 463

통역사가 필요하시면 TIS에 13 14 50
으로 전화하십시오

도움을 드리는 방법:

• 피해자의 상황과 선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이해하도록 지원.

• 보건, 특별 복지 수당, 주택, 법률 등
지원 서비스 정보 및 기타 우려사항에
대한 정보.

• 피해자가 결정을 내리도록 지원.

• 비상 숙소, 상담, 법률 조언 등 기타
서비스로 의뢰.

• 가정 폭력과 관련하여 내무부와의
연락 지원.

영어로 대화가 가능하지 않으면 통역사를 
주선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가정 폭력 방지 서비스
이민자와 난민 여성을 위한 홈리스 

다문화 여성 통합 지원 서비스  
(HoMWISS)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무섭게 하거나 
상처를 입혔나요?

노숙자이거나 노숙자가 될 위험성이 
있으신가요?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www.speakout.org.au

가정 폭력이 무엇인가요?
가정 폭력은 현재 혹은 이전의 관계에 있는 
사람을 통제하기 위해 물리적, 정서적, 성적, 
종교적, 기술적, 재정적, 사회적 혹은 문화적 
폭력 형태를 사용할 때 발생합니다.

가정 폭력 사건 피해자의 98% 이상이 
여성입니다.

가정 폭력의 예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먹질, 손이나 물건으로 때리기, 

손바닥으로 때리기, 물건 던지기, 밀치기, 
흉기 사용.

• 여성이나 자녀를 해코지 하겠다고 위협.
• 지속적인 무시, 공공장소나 집에서 

모욕하기, 고함지르기.
• 여성이나 아이를 협박하거나 겁을 주기 

위한 말.
• 애완 동물에 대한 해코지나 재산 파손.
• 원치 않는 성적 접촉, 행위 혹은 성적인 말.
• 가족과 친구로부터 여성을 고립시키기. 
• 여성에게 돈, 음식 등 필수품을 허용하지 

않기.

가정 폭력은 범죄입니다. 
가정폭력은 여성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가정 폭력을 당하고 목격한 
아이들은 전 생애에 걸쳐 트라우마 (정신적 
외상)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안전하다고 느낄 권리가 있습니다.

가정 폭력을 당할 경우 아래와 같은 단계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어떤 형태의 폭력이든 “안돼 (NO)”라고 

합니다.
•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 000으로 경찰에 전화합니다.
• 아래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받습니다.
 w 가정 폭력 상담 전화 (Domestic 

Violence Line).
 w 해당 지역의 커뮤니티 보건 센터의 

상담자.
 w 지역사회 단체의 가족 지원 종사자. 
 w 여성 가정 폭력 법원 옹호 서비스 

(WDVCASs) 직원.
• 해코지를 당할 위험에 처하면 경찰에 

연락하세요.
• 파트너가 귀하를 해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접근금지령 (AVO)을 받기 위해서는 
지역 법원에 있는 판사나 경찰서에 갈 수 
있습니다.

도움이 가능한 기타 
서비스:
경찰, 구급차 혹은 기타 긴급 서비스가 필요하시면 
000으로 전화.

DOMESTIC VIOLENCE LINE (상담과 조언 24
시간 서비스)
1800 656 463
 
LINK 2 HOME (숙소)
1800 152 152

가정 폭력 방지 서비스 - IWSA
9635 8022

여성 법률 서비스 NSW
8745 6999

1800 RESPECT 
1800 737 732
 
LAW ACCESS NSW
1300 888 529

여성 가정 폭력 법원 옹호 서비스 (WDVCASs)
1800 938 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