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켄터베리시와 뱅크스타운시에서는 경찰이 가정 폭력
문제로 수천 가정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켄터베리시와 뱅크스타운시에서는 가정 폭력 속에서 사는
어린이들이 매일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가족들을 학대하는 행위로 인해 가정 파탄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학대당하고 있는 사람을 당신이 알고 있을 수도 있습
니다.

폭력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정 폭력을 근절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
십시오.
가정 폭력은 불법입니다.

더욱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다음
연락처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구급차
000
가정 폭력 지원 전화
1800 65 64 63
뱅크스타운 경찰
9783 2199
캠시 경찰
9784 9399
어린이 지원 전화 (Kids Helpline)
1800 55 1800
아동 보호 지원 전화 (Child Protection Helpline) 132 111
Mensline Australia
1300 78 99 78

본 사업은 뱅크스타운시 카운슬과 캔터베리시 카운슬, 뱅크스타운시와 캔
터베리시 가정 폭력 연계 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NSW 주 지역사회
서비스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PO Box 8 Bankstown NSW 1185
T 9707 9637 w w w. i t s t i m e t o t a l k . n e t . a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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켄터베리시와 뱅크스타운시에서 알려드립니다.

이제

말할
때입니다
가정
폭력을
숨기지
마십시오.
가정 폭력.
그것은 우리 모두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것은 범죄 행위입니다.
폭력이 없는 사회야말로
공포가 없는 사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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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폭력에 관한 사실들
가정 폭력은 범죄행위이다.
가정 폭력은 모든 사회, 문화, 사회 경제 집단에서 발생한다.

가정 폭력은 공포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가정 폭력은 다음과 같은 양상을 띨 수 있습니다.

가정 폭력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알코올과 약물 탓으로 돌릴 수 없는 문제이다.
가정 폭력은 여성이 겪는 심각한 상해와 사망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이다.
NSW 주 경찰이 처리하는 가정 폭력 사건은 연간 12만건에 달한다*.

가정 폭력은 이름을 밝히지 않고 신고할 수 있다.
어린이들이 가정 폭력의 피해를 입고 있다.

심리적 학대

미쳤다, 창녀다, 못생겼다,
멍청하다는 등의 표현을
쓰는 것. 기분을 상하게
하고, 당황스럽고 창피하게
만들며, 나쁜 여자라고
힐난하는 행위.

호주 여성 3명 중 1명이 폭력을 경험한 바 있다.
피해 여성에게 현재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말해 보세요.
아이들에게 현재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말해 보세요.
경찰에 알리세요.
가해자에게 자신이 하고 있는 폭력행동에 대해 말해 보세요.
가족에게 말해 보세요.
이웃에게 말해 보세요.
친구들에게 말해 보세요.
학교에 알리세요.
의사에게 알리세요.
가정에서 폭력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말씀
하십시오.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잘 인식한다.
집에서 두려움을 느낀다고 말하는 여성들 (그리고 어린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믿어 준다.
어느 방법으로든 자신이 할 수 있는 도움을 준다.

재정적 학대

돈을 모두 자기만 가지고
여성이 필요한 물건도
사지 못하게 하며,
여성에게서 돈을
빼앗는 행위.

협박

사회적 학대

가족이나 친구들을 못 만나
게 하고, 쇼핑이나 사람들에
게 전화도 못하게 하며,
항상 감시하면서 아무 데도
못가게 막는 행위.

물리적 폭행

가해자가 죽이겠다거나
상해를 입히겠다고, 또는
이민성에 알리겠다고 위협
하기, 고함지르기, 희롱
등의 행위.

성폭행

성행위 강요,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 자신이 더럽다
는 느낌이 들게 만드는
행위, 포르노를 강제로
보게 하는 등의 행위.

손바닥으로 때리기, 밀기,
주먹으로 치기, 발로
차기, 침뱉기, 목조르기,
칼로 찌르거나 다른
무기를 사용하는 행위.

스토킹

따라 다니기, 집 안에서
감시하기, 직장 등지에서
감시하는 행위.

무시해버리지 않는다.
그 문제에 대해 말한다.
가정 폭력 희생자들을 가장 가까운 커뮤니티 센터로 보내 도움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준다.    

침묵은 폭력을 두둔하는 행위입니다.

가정 폭력은 힘을 남용하여 가족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NSW 주 경찰청이 제공한 NSW 주 옴부즈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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