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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및 가족 폭력을 결코 문화 
탓으로 돌릴 수 없습니다.

당신에게는 가정에서 
안전하게 지낼 

권리가 있습니다.

가정 및 가족 폭력은 호주에서 용납되지 
않습니다. 대상 및 출신과 상관없이 
가정 및 가족 폭력은 누구에게나 피해를 
줄 수 있고 모든 지역 사회에 존재하는 
문제입니다.

학대를 받고 있거나 가정에서 두려움을 
느끼며 살고 있다면, 그것은 본인 

잘못이 아닙니다. 수치심이나 당혹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 신뢰하고 도움을 
주며 안전합니다. 아무도 가족 중의 

누군가 때문에 겁을 먹어선 안됩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하다고 
느낄 수 없으면 도움을 요청해도 
됩니다. 지원이 필요한 경우, 다음으로 
연락하십시오:
 
긴급 지원 (경찰이나 앰뷸런스) :  
영영영 (000) 
즉각적인 위험에 직면한 경우.

여성 24시간 지원 전화   
(DVConnect): 1800 811 811 
가정 폭력을 겪는 여성들을 위한 무료 
비밀 자문 및 지원 서비스. 

이주 여성 지원 서비스:  
07 3846 3490 
비영어권 출신 여성들을 위한 상담 
및 자문 서비스.

남성 지원 전화: (DVConnect)  
1800 600 636 
관계 및 가족 문제를 겪고 있는 남성들을 
위한 비밀 보장 지원 서비스.

생명의 전화: 131 114 
개인적으로 위기를 겪고 있다면 24시간 
언제든지 지원 요청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모국어를 하는 
통역사를 원하면 13 74 68  
로 전화하세요.



가족 및 가정 폭력은 가족 중 
일방이 통제력을 행사하거나 
학대, 또는 위협을 가할 경우에 
일어납니다. 이런 폭력의 형태는 
다양하고 가족 내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만일 이러한 일들이 당신에게 
일어나고 있다면, 이것은 가족 

및 가정폭력입니다.

배우자나 가족, 보호자가 다음과 같은 
학대 행위를 하거나 위협을 가합니까?

금전적 학대
> 당신이 번 돈이나 수혜금(Centrelink 급여 등)을 

빼앗는가?

> 당신이나 아이들에게 필요한 돈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가?

> 구매행위에 대해 감시하고 통제하는가?

> 취업을 못 하도록 막는가?

물리적 학대
> 밀치기, 때리기, 손으로 목 조르기, 걷어차기, 

또는 물건 던지기 등의 행위를 하는가?

>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거나 충분한 음식과 물을 
섭취하지 못하도록 하는가?

성적 학대
> 원하지 않는 성행위를 하도록 강제하거나 

압박하는가? (결혼관계에서도 해당)

>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하겠다고 
위협하는가?

언어적 학대
> 욕설이나 모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가? 

> 공공 장소에서 당신을 모욕하거나 비난하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가?

정서적, 심리적 학대
> 당신 자신을 쓸모 없다거나, 수치스럽다거나, 

무력하거나, 우울하거나 두려움을 느끼게 
만드는가? 

> 당신이나 아이들, 가족, 애완동물에게 물리적인 
위해를 가하겠다고 위협하는가?

> 여권을 빼앗거나 호주에서 추방당하게 
만들겠다고 위협하는가?

> 당신에게서 떠나가겠다거나 아이들을 
빼앗겠다고 위협하는가?

> 무엇을 입고, 보고, 읽는지 통제하는가?

문화적, 정신적 학대
> 문화적이거나 정신적 믿음, 또는 관습을 

모욕하는가?

> 선호하는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문화 
또는 종교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는가?

> 종교나 문화적 믿음을 빌미로 위해를 가하거나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도록 강요하는가?

> 혼수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위협하는가?

사회적 학대
> 당신이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는지 

통제하거나, 집 안에 감금하거나, 가족과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가?

> 당신의 전화 통화와 SNS (예: Facebook, 
Instagram)를 감시하는가? 

> 당신이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이에 
집착하고 질투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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