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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경고: 본 안내서는 가정폭력으로 인한 사망 및 젠더 폭력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안내서>를 발간하며
여성과 다문화 단체를 위해 활동하는 한국계
호주인 여성으로서 가정폭력 문제는 남일
같지 않게 느껴집니다. 언어 장벽 때문에
생기는 사회적 소통 혹은 네트워크 형성
과정의 어려움, 유색인종 중 특히 여성들이
소리 없는 가정폭력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또한 이러한 여성들이 받는
젠더폭력은 액티비스트들과 대중들로부터
월등히 낮은 지지와 분노를 조장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이 유색인종의 한 여성으로서
더욱더 가슴 아프고 힘들게 느껴집니다.
저와 같은 유색인종인 한 여성이 가정폭력으로
밝은 대낮에 번화한 지역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을 때 저는 이런 끔찍한 현실과
직면하게 됐습니다. 이날 바로 뉴스에서
이 사건을 보도했지만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사람들 기억 속에서 잊혀졌습니다. 그
당시 저는 젠더폭력 종식 집회 (Reclaim the
Night)의 간부로서 참가 중이었고 이런 일을
겪고 있는 우리 여성들에게 아무것도 해 줄
수 없는 제 자신에게 화가 나고 무기력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 젠더
폭력으로 한 백인 여성이 죽음에 이르자 여성
운동가, 언론, 대중들의 상반된 반응을 보면서
저는 주체할 수 없는 무력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이 백인 여성을 위한 운동가들의 언론을
통한 격분, 밤샘 농성, 캠페인 운동은 언론
어느 한 곳 관심 없고 캠페인조차도 없었던
유색인종 여성들과 관련된 사건들의 처리와는
대조적이었습니다.

유색인종을 위해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다양한 언어로 된 정보와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안내서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유색인종의 가정폭력 피해 신고와
도움 요청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바꾸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 안내서에 도움을 주신 이스턴 가정폭력
네트워크와 랜드윅 경찰서의 제임스 경관님에게
감사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내서 제작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크리스티나 킴
2019 다문화 사무관

Ethno - Cultural Officer Christina Kim

저는 백인 중산층의 목소리가 호주의
페미니스트 공간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순간에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며, 우리
사회에서 존재하는 인종차별의 높은 벽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젠더폭력으로 피해 받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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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은 현재 또는 이전에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을 포함하여
통제, 위협, 모욕 또는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는 사건이나 패턴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파트너
혹은 전 파트너에 의해 발생되지만, 상대방을 통제하고 지배하려는 의도를 가진 가족이나 보호자에
의해서도 발생됩니다.
가정폭력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폭행

•

언어 학대

•
•
•
•
•
•
•

가스라이팅
정서적 학대 (가스라이팅)

정서적 학대 혹은 가스라이팅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현실 인지능력, 감정, 본능, 스스로의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사용되는 전술입니다. 자신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켜 현실감과 판단력을
잃게 되면 피해자는 학대 관계에서 더욱더 빠져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가스라이팅 기법
•

거부: 학대적인 파트너가 못 알아듣는 척하거나 말을 듣기를 거부합니다.
예: “다시 듣고 싶지 않아.” 또는 “나를 혼란스럽게 하려는 거지?”

정서적 학대

•

반박: 학대적인 파트너는 피해자가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더라도 의심 합니다.
예: “당신이 틀렸어, 당신은 절대로 정확하게 기억 못 해.”

재정적 학대 - 은행 계좌 및 금융거래 통제

•

차단/전환: 학대적인 파트너는 말을 돌리거나 피해자의 생각을 의심합니다.
예: “또 [친구/가족]한테 이상한 말 들은 거지?” 또는 “당신이 혼자 상상하는 거야.”

•

경시: 학대적인 파트너는 피해자의 요구나 감정을 대수롭지 않게 합니다.
예: “그런 사소한 일로 화내는 거야?” 또는 “너무 예민해.”

•

망각/부인: 학대적인 파트너는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잊어버린
척하거나 피해자와의 약속 같은 것을 부정합니다. 예: “무슨 소린지 모르겠어” 또는 “그냥
꾸며대는 거잖아.”

성폭행

강압적 임신

사이버 폭력 - 사이버 불링, 온라인상에서 조롱하는 행위
사회적 학대 - 친구나 가족 격리
정신적 학대 – 종교 활동 방해

가스라이팅 피해자라는 징후
•

끊임없이 자신 스스로를 의심합니다.

•

종종 혼란스럽고 미칠 것 같습니다.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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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에게 “내가 너무 민감한가?”라고 하루에도 여러 번 묻습니다.
항상 파트너에게 사과합니다.

좋은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더 행복해지지 못하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친구나 가족에게 파트너의 행동에 대해 변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구나 가족으로부터 들은 얘기를 전달을 하지 않습니다. 설명이나 변명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 끔찍하게 잘못됐다는 것을 느끼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심지어 자신에게도 표현할 수
없습니다.
거절과 우여곡절을 피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간단한 결정을 내리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 더 자신 있고, 더 재미있고, 더 여유로웠던
자신을 봅니다.
절망적이고 즐겁지 않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기분이 듭니다.

자신이 “충분히 좋은 파트너” 인지 의구심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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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정서적 학대의
징후

재정적 학대

•

관계의 모든 문제를 파트너 탓하기

•

재정(돈)을 완전히 통제

•

공공장소에서 의도적으로 창피를 주거나 위협하기 (온라인/오프라인)

•

부적절한 수당 제공 및 지출 내역 감시

가스라이팅이 아닌 정서적 학대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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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임없이 타인과 비교하여 자존심과 자존감 훼손하기
고함을 지르거나, 모욕하거나, 욕설하기 (언어폭력)
타인의 재정 문제를 통제 (재정적 학대)
무엇을 입을지 간섭하기

친구나 가족을 만나는 것을 방해 (사회적 학대)
스토킹

자살 위협

성관계를 거부하면 죄책감을 느끼게 만드는 것
체류 신분 협박

재정적 학대는 가해자가 동의 없이 피해자의 결정을 조작하거나 피해자 돈에 대한 권한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나이, 재정 능력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재정적 학대는 종종 분노,
언어폭력 또는 폭력의 위협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재정적 학대 징후
•
•
•
•
•
•
•
•

은행 계좌 사용 제한

파트너의 직업 활동을 금하기

파트너의 급여 갈취 및 사용 제한

허락 없이 파트너의 신용카드 사용

자신의 돈을 사용하려면 다른 사람의 허락 필요
돈 관리에 무능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

원하지 않거나 필요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지불 강요
허가 없이 재산 갈취 또는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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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압적 임신
강압적 임신은 여성 생식 건강 자율성에 관한 일련의 통제적 행동을 말하며, 여성의 생식력과 선택권
에 대한 자율성을 제한함으로써 여성을 조종하고 통제하기 쉬워지고 효과적이며 비겁한 방법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도울 수 있어요”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한 조사(Children By Choice’s)에 따르면 가정폭력 피해 신고 여성 3명 중 1명은 강압적 임신 피해
자인 것으로도 밝혀졌습니다. 가정폭력과 뜻하지 않은 임신을 경험한 여성들은 계획적인 임신을 위
해 도움을 받은 여성들 보다 임신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 조사에서 10대 어린 여자
아이들에 대한 자료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연구결과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부분의
여성들은 선택 임신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는 대신 출산을 선택해 피해자 여성들이 강압에 취약하다
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다고 고백한다면, 폭력을 정당화한다거나
피해자를 탓하는 것을 삼가도록 해 주십시오. 다음 내용을 참고하여 피해자를 도와주십시오:

강압적 임신 징후

2. 그들의 상황을 믿어주세요

•
•
•

산아제한 사보타주 (피임을 고위로 제거하거나 조작한 경우);
예: 스텔싱(Stealthing, 동의 없이 콘돔 제거하는 행위)
언어적 위협 / 여성이 콘돔이나 피임을 고집할 때
원하지 않는 임신이나 낙태 권유

1.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세요
3. 그들의 감정과 결정을 존중해주세요
4. 그들에게 전문적인 지원 및 관련 자료에 대해 알려주세요 (책자 마지막의 지원 서비스 참조)

성(性)과 생식 건강에 대한 지원 문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해자들이 여성을 통제하기 위해 행하는 방법 중 하나는 강압적 임신입니다.
파트너에 의해 자신 또는 친구의 임신이 제어되거나 거부되고 있다고 믿는 경우, 아래 제공되는 관련
서비스 기관으로 문의하여 전문 지원 서비스를 받으십시오.

성전환 병/감염 검사

일반 의사(GP) 또는 성 건강 클리닉을 방문하여 성 매개 감염(STI)/성 매개 병(STD) 테스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테스트를 원하시면 UNSW 건강 클리닉에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하여 예약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healthservices.unsw.edu.au/content/international-students)

시드니 성 건강 센터는 다양한 성 건강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훌륭한 성 건강

클리닉입니다. 방문 시 국민의료보험(medicare)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성 소수자( LGBTQI)와
성매매 종사자들에게 친화적이며 모두에게 무료 STI 와 STD 테스트를 제공하고 비밀유지가 됩니다.
방분/예약 시 통역이 필요한 경우,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십시오:
시드니 보건 통역 서비스: 9515 0030
통역과 번역 서비스: 131 450
다음 웹사이트는 중국어와 태국어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중국어 - https://www.sshc.org.au/chinese/
태국어- https://www.sshc.org.au/th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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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임

임신에 대한 자율성을 위한 피임법은 다양합니다. 일반적인 피임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합 경구 피임약

복합 경구 피임약은 두 가지의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estrogen)과 프로제스토젠 (progestogen)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호르몬은 매달 난소에서 난자를 방출하는 것을 막는 것뿐만 아니라
자궁 경관의 점액을 더 두껍게 만들어 정자가 자궁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바로 피임 효과를 보기 위해서 보통 생리 시작 5일 이내 복용합니다. 매일 꾸준히 지속적으로 복용해
야 합니다. (비 호르몬 피임약은 생략해도 좋습니다.) 의사에게 처방전을 받으면 약국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비용은 건강 보험과 구입하는 브랜드에 따라 다릅니다.

임플라논 (Implanon)

이식형(임플란트) 피임기구는 작고 유연한 성냥개비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상박부 안쪽의 피부 바
로 밑에 이식하며 3년 후에는 제거해 주어야 합니다 . 이식된 피임기구는 프로제스토젠 호르몬인
에토노게스트렐 (etonogestrel)을 서서히 혈액 내로 방출합니다. 피임 효과는 3년간 유지됩니다.
임플란트는 의사가 처방합니다. 시술받는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사후 피임약 (플랜 B)

무방비 상태로 성관계를 가졌다면 3일 이내에 사후 피임약(플랜B)을 복용하면 됩니다. 24시간 이내
에 복용하면 가장 효과가 있으므로 되도록 빨리 복용하도록 합니다. 약국에서 의사 처방전 없이 구
매할 수 있습니다. 사후 피임약은 생리 주기를 틀어지게 만들기도 하고 두통과 현기증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약 약을 복용한 지 2시간 이내에 구토를 하면 약을 다시 복용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과 상담을 원하시면 담당 GP 또는 성 건강 클리닉을 방문하여 주십시오. 성 건강
클리닉은 에쉬필드(Ashfield)에 위치한 가족계획 (Family Planning)클리닉으로 방문하시길 권하고 있
습니다. 상담 시 통역이 필요하면 진료 접수 직원에게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클리닉에 관한 정보는 중국어, 베트남어, 아랍어 등 다양한 언어로 제공됩니다.
중국어: https://www.fpnsw.org.au/sites/default/files/assets/chinese.pdf
전화 예약 (02) 8752 4300 또는 온라인 예약
https://fpnsw.wufoo.com/forms/pys9uj40pzwaxq/
온라인 예약 시 예약 시간과 날짜를 확인을 위한 확인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NSW 가족계획(Family Planning NSW) 클리닉

특수 교육을 받은 GP, 간호사, 산부인과 전문의

의사 또는 간호사가 상박부 안쪽의 피부 바로 밑에 국소 마취를 합니다. 마취 후 좀 더 편하게 시술받
을 수 있게 됩니다. 5-1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임플란트를 생리 시작 5일 이내에 삽입하면 바로 피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 외에
시술하는 경우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7일이 소요됩니다. 이 기간 중에는 금욕이나 다른 피임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아이유디 (IUD)

IUD는 피임을 목적으로 자궁강 내에 장착하는 피임 기구입니다. 구리 루프(copper IUD, 비 호르몬)
와 호르몬 루프 IUD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의사와 상의하여 결정하십시오.
IUD는 의사나 간호사가 자궁안에 삽입합니다. 시술을 위해 두 번에 걸쳐 클리닉에 방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방문 시 시술 전 경질 초음파 검사와 자궁경부 검사 그리고/또는 감염 검사를 실
시합니다. 두 번째 방문에는 자궁에 삽입하는 시술을 받게 됩니다. 소요시간은 10분 정도지만 시술
후 1시간 동안 클리닉에서 안정을 취한 뒤 귀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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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과 다음 단계
임신 증상
•

생리가 늦어진다

•

가슴 통증

•
•

오심

임신중절을 결심했다면, 두 가지의 방법(약물 중절 또는 중절 수술)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전문 사설 클리닉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지러움 및/또는 피곤함

UNSW 근처 다음과 같은 클리닉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 의사 (GP, 임신 여부 확인)
•
•

- 임신 여부 확인을 위해 GP 및/또는 성 건강 클리닉을 방문해 검사를 받아봅니다.

- 또는 가까운 슈퍼마켓이나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약 $10)를 구매하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UNSW 건강 클리닉:
•
•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하여 예약할 수 있습니다.

유학생 의료 보험(OSHC) 또는 메디뱅트 OSHC 보험으로 일반진료 시 개인부담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모든 학생비자 소지자는 학업기간 중 반드시 OSHC에 가입해야 합니다.)

상담

자신의 의사 결정을 위해 상담이 필요한 경우, 궁금하신 모든 정보는 http://sarasplace.org.au/에서 확
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신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입양, 혹은 낙태에 대해 자세한 조언 및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신중절 선택 시 고
려 사항

통역 서비스 필요시 사전에 이메일 또는 전화 (1300 851 592)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더 프라이빗 클리닉 (The Private Clinic)
서리 힐스 (Surry Hills)

약물 중절: 비용 $900 (메디케어 비 소지)
•

보험금 리베이트 비용 $50 안팎에 불과

•

사후관리 방문 및 수술 절차(필요한 경우)는 최초 수수료에 포함

•
•

혈액검사는 1회 이상 필요하며, 병리 실험실에서 직접 청구. 보통 $100 정도
메디케어 소지: $480, $50 리베이트 적용

중절 수술: $680 (메디케어 비 소지)
•

•
•
•
•

해외에서 사 보험 이용 시 대부분의 경우 약 $450 이상이어야 동등한 선에서 메디케어
일정 수수료를 변제받을 수 있지만, 이는 유예 기간(waiting periods) 또는 해당 보험 사항 등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적용 후 비용: $450, 수술 당일 환자에 대한 메디케어 리베이트 $155를 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보험은 추가 리베이트가 없습니다.

모든 병리과 검사는 자기부담금이 없습니다(bulk billed).

중절수술 후 IUD를 삽입할 수 있으며 추가 비용은 미레나(Mirena)의 경우 $120, 또는 구리
루프 IUD (copper)는 $210입니다.

마리 스톱스 (Marie Stopes)
맥쿼리 스트리트 (Macquarie St), 시드니
약물 중절: $290부터
중절 수술: $440부터
•

중절 수술 후 피임기구 장착 요청 가능

•

이 웹사이트는 아랍어, 중국어, 한국어, 힌디어, 베트남어로 번역되어 있지만 오류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전화나 이메일로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11

자세한 내용은 https://www.mariestopes.org.au/bookings/pr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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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사전 예약
약물 중절
•
•
•
•
•
•
•
•

임신 9주(63일 - 생리 마지막 날부터 계산) 미만일 경우 약물 중절이 가능합니다.

약물 중절은 두 알의 약을 복용합니다. – 한 알은 클리닉에서, 다른 한 알은 집에서 복용하게
됩니다.
첫 번째 약은 임신 호르몬을 억제하는 작용을 합니다. 두 번째 약은 24-48시간 이후에
복용하고 자궁을 수축시켜 유산을 유도합니다.

일반적으로 약을 복용 후 24시간 이내에 심한 복통을 느끼게 되며, 고통을 줄이기 위해
이부프로펜과 같은 진통제를 복용할 수 있습니다.
출혈과 통증은 유산 후 사라지며, 경미한 출혈은 2주 동안 계속될 수 있습니다.

•
•
•

의사 추천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임신이 의심되고 임신중절을 생각하고 있다면 바로
클리닉에 방문하십시오.
방문 시 메디케어 카드 또는 유학생 의료 보험 카드(OSHC)를 지참하십시오.
도움이 필요할 상황에 대비해 보호자 동반을 권장합니다.

중절 수술
•

수술 전 4-6시간부터 금식합니다.

•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

여분의 생리대와 잠옷을 준비해 주십시오.

두 번째 약 복용 후 24시간 이내 출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2 차 복용을 위해 클리닉을
방문해야 합니다.
유산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2 주 후 체크업 진료가 있습니다.

약물 중절은 사전 지불로 $250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지만 메디케어 리베이트로 인해 약 $40
의 비용만 발생하게 됩니다.

중절 수술
•

임신 7-12주일 경우 임신 중절 수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술은 15분 정도 소요되지만 경과 관찰을 위해 4 시간 동안 단기 입원해야 합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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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절 수술 방법에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드러운 흡입 도구를 사용하여
자궁 내 내용물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자궁경부를 확장시켜 기계를 이용해 자궁 내
내용물을 제거하는 수술입니다.
수술 종류에 따라 개인적 선호도와 의료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술 시 국소마취, 수면 마취,
일반 마취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수술로 사전 지불 $1,500 이상의 비용이 발생되지만 메디케어 리베이트를 받으시면 $500
정도의 비용만 발생하게 됩니다.
유학생 OSHC 보험 소지자는 수술 비용에 대한 리베이트가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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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폭력 상황에 대한
지원 제공
경찰

•

직접 지역 경찰서를 방문하여 가정 폭력 사건 또는 가해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다음을 포함한 가능한 한 많은 정보 수집:

만약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가해자 혹은 가정 폭력 사건을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피해자를 배
려한 대체적인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 하기를 원하는 경우, 경찰에게 도움받을 수 있는 몇
가지 기본적인 질문과 답변을 다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가정 폭력(DV)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통역사가 필요하면
어떡하죠?

•

긴급한 DV 상황에서는 000 또는 크라임 스토퍼(Crime Stoppers): 1800 3633 000으로 바로 신
고하면 됩니다. 이 번호로 신고할 시 이후에 신고 취소 전화를 걸어도 경찰은 현장에 반드시 출동한
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경찰 수사 단계:

현장에서 상황 대응 또는 경찰서에서 신고 보고:

첫 번째 현장대응 책임자는 증거 수집,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 확보.
사건 조사:
피해자, 가해자, 증인(해당되는 경우)을 면담하고 진술서를 작성하며 물적 증거를 수집하고 형사소
송을 시작하기 위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범인은 해당
범죄로 기소되거나 경찰은 임시/긴급 가정폭력 금지명령(ADVO)을 신청한다.
경찰 증거 서류 승인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형사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증거 또는 ADVO의 경우에 한해 최
종 ADVO가 가능성의 우위에 따라 발급될 수 있도록 법원에 제출.

•
•
•
•
•
•
•
•

가정 및 가족 폭력 사건이 신고되면 경찰은 다음 조치를 취합니다:
사건 관련자, 피해자, 목격자 또는 범인의 소재
현장 총기 사용 또는 소지 여부
알코올 또는 약물 관련 여부
부상 여부

가정 및 가족 폭력 전과

사건 현장 위험 및 위협 여부, 피해자와 사건 관련자들의 안전을 확인하며 필요에 따라 즉각적인
의료 지원 요청. (예: 앰뷸런스)
아이들에 대한 문의와 복지 직접 확인

피해자와 함께 가정 폭력 안전 평가(DVSAT) 질문지 작성

ADVO 근거 평가, 물리적 증거 보존 필요성을 보고자에게 전달

경찰은 자신의 상황을 영어로 설명하는 데 제약이 있을 수 있는 다문화(CALD) 출신자를 위해 공인
전문 통역사를 배치해야 합니다.
경찰이 피해자를 위한 통역사를 재판 첫날 주선해줍니다.
가해자는 호주 시민이 아닙니다. 그들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호주 시민 또는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접근금지 명령(AVO) 또는 범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시 연락 가능한 전문 직원이 있습니까?
가정폭력 담당자(DVLO)와 다문화 공동체 담당자(MCLO)는 DV 사건 보고 과정을 통해 다문화 출신
가정의 가정 학대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UNSW에서 가장 가까운 DVLO & CALD 담당자가 상주하는 곳은 랜드윅(Randwick) 경찰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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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조치 가능성을
고려한 증거 수집
기소 결정은 주로 증거에 근거한 것입니다. 해당 사건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치료 증거:
•

경찰이 입수하는 치료 및 부상 기록(피해자 동의서 첨부)에 대해 의사와 상담

•

성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모든 조치는 피해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지며, 이 모든 조치는 NSW
경찰 조사, 성인 성폭행 대응 지침서, NSW 경찰, 표준 운영 절차, 성인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검찰청 보건 및 업무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

피해자에게 증거자료를 위해 의료기록 열람 동의서 서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서
•
•

영상 녹화, 오디오 녹음, 타이핑 작성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필요할 경우 전문 통역사를 고용해야 합니다.

피해 생존자 안전을 위해 경찰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경사 계급 이상의 경찰관은 일시적인 가정폭력 금지 명령(ADVO)을 내릴 수 있고, 이에 의한 가해
자의 구금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임시적인 ADVO으로 경찰관이 보호 대상자를 대신하게 되며, 해당 경찰관은 임무는 다음과 같습니
다:
•

재판 전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경찰관은 보호 대상자의 대리인으로서 움직이게 됩니다.

•

보호 대상자는 DVLO로부터 지원을 받습니다.

ADVO 명령에는 다음과 같이 보호 대상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가해자에게 다음과 같은 금지령
을 내리는 것이 포함됩니다:
•

행동 지시 명령

•

이동 제한 명령

•
•

연락처 관련 명령
사건에 따른 기타 명령

ADVO 위반은 형사 범죄로 취급되며, 경찰은 위반 현장에서 범인을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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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SW
UNSW는 가정 폭력 상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과 정보를 제공합니다. 학생들이 이용
할 수 있는 지원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호 시설

UNSW 학생회(Arc)는 UNSW 재학 중인 학생들을 위해 새 보금자리가 마련될
때까지 단기 보호 시설(최대 10일)을 제공합니다. 단기 보호 시설이 필요하다면
(https://arcunsw.wufoo.com/forms/crisis-accomodation-application-form)
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UNSW 학생증

•

전문기관의 추천서(https://arcunsw.wufoo.com/forms/z1pyep3g10i1pmu/)

•

최근 은행 명세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Arc 법률 지원(Law & Advocacy)에 클릭하여 문의하십시오.
advice@arc.unsw.edu.au

ARC 법률 지원(Arc Legal & Advocacy)
Arc는 다음을 포함한 다양한 법률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
•

접근 금지 신청 및 경찰 관련 사항
학생비자

Arc 법률 지원 팀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체 지원 기관으로 연결해 드립니다.
법률 지원 팀과 상담 예약을 원하시면 아래 링크로 문의하십시오. advice@arc.unsw.edu.au

긴급 학생 대출 지원

긴급 학생 대출은 당장의 재정적 어려움을 증명할 수 있는 UNSW 재학생들에게 무이자 소액
긴급 대출을 제공합니다. 대출은 보통 최대 $1,500까지 가능하며 예외적인 상황에는 최대
$4,000까지 가능합니다. 대출이 승인되면, 학생들은 개인의 상환능력에 맞는 상환 계획에 맞춰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대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https://student.unsw.edu.au/application-form-esa-unsw
학생 지원 상담자와 연락하여 아래 연락처로 상담 예약을 합니다:
•
•

이메일: advisors@unsw.edu.au
전화: 02 9385 4734

ADVO 위반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는 피고가 명령을 준수해야 하는 책임이 있기에 방어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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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보호 시설
필요한 참고 서류:
•

가장 최근의 은행 명세서 사본

•

대출 목적 신청서

•

소득 증명서(예: 센터링크 명세서, 최근 1개월 급여 명세서 – 신청 날짜 기준)

지원 물품(Care Packs)

Arc 안내 데스크에서 다음과 같은 다양한 지원 물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

식품 패키지 – 기본적인 식품으로 구성, 예: 수프, 렌틸콩, 콩, 야채 통조림, 참치 통조림,
시리얼 바
위생용품 - 샴푸, 비누, 칫솔, 치약, 화장지

베이비 용품 - 이유식, 기저귀, 아기 물티슈, 비누

상담 및 심리 상담 서비스 (CAPS)

UNSW는 학생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보를 등록하고 간단한 질문지를 작성하기 위해
“당일 상담”에 참석 또는 간단한 전화 상담을 해야 합니다.
켄싱턴(Kensington) 캠퍼스 연락처 정보:

이스트 윙, 쿼드랭글 빌딩, 3층(Level 2, East Wing, Quadrangle Building)
•

지도상 위치 (학교 지도 참조 E17, PDF, 1MB)

운영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피해자의 신변 안전 보호를 위해 보호 시설/숙소 지원에 관련된 정보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모든
보호 시설에 관련된 정보는 DV Line 1800 65 64 63 또는 링크 투 홈(Link2Home) 1800 152
152로 문의하시고, 필요시 전화 통역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지원 서비스

1800 Respect (1800 737 732): 무료, 가족 폭행 및 성폭행 상담(비밀 유지)
•
•

통역 서비스 제공

번역된 웹사이트 제공 https://www.1800respect.org.au/languages/

가정 폭력 라인(Domestic Violence Line) 1800 656 463
링크 투 홈(Link2Home) 1800 152 152

이민자 자문 및 권리 센터(IARC): https://iarc.asn.au/ (번역 서비스 제공)

다문화 지원 서비스

이슬람교 여성 단체 9750 6916
이민자 여성의 소리(Immigrant Women’s Speakout) 9635 8022
이민자 권리 & 자문 서비스 9262 3833
유태인 케어(Jewishcare) 1300 133 660
시드니 다문화 커뮤니티 서비스 9663 3922

이메일: counselling@unsw.edu.au
전화: + 61 2 9385 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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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 may shoot me with your words,
You may cut me with your eyes,
You may kill me with your hatefulness,
But still, like air, I’ll rise.
- Maya Angelou

arc.unsw.edu.au/sr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