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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안전전    
            계획계획

Combined Women’s Refuge Group (여성의 쉼터 
연합: CWRG)은 퀸즈랜드 남동부에서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쉼터들의 이해관계와 우려를 
대변하는 상위 기관입니다. 

본 기관은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쉼터들을 
연합하고 여성과 아이들의 권리를 옹호하여 이들이 
폭력 없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합니다.
www.cwrg.org

이 팸플릿의 개발과 제작을 위해 Challenge DV 의 
재정 지원을 받았습니다. 
www.challengeDV.org 

일러스트레이션 제작: LM Strangways 다양한 문화, 하나의 여정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이란  
무엇입니까무엇입니까?
가정폭력은 타인을 제압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행하는 다양한 행동들로 이루어집니다. 가정폭력은 
다양한 가족 관계에서 발생합니다. 배우자나 연인, 
보호자,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에는 타인을 통제하는 여러가지 
형태의 행동들이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신체적 학대, 
협박, 위협 그리고/혹은 외출 장소와 만나는 사람을 
통제하는 행동 등이 포함됩니다.

여성의 쉼터는  여성의 쉼터는  
어떤 곳인가요어떤 곳인가요?
여성의 쉼터는 폭력적인 상황을 피해 탈출해야 하는 
여성들과 아이들을 위해 안전한 숙소와 실제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여성의 보호소, 안전 가옥 혹은 은신처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쉼터마다 조금 다르지만, 모든 쉼터는 음식을 
조리하고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공동 주방이 있는 쉼터도 있지만, 잠을 자는 공간은 
항상 각 가족에게 별도로 제공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z DVConnect 혹은 경찰과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 (Domestic Violence Orders)에 대해 
상의하세요.

 z 친구와 자녀를 포함하여, 당신의 계획을 누구에게 
알려줄 것인지 신중하게 고려해보세요.

 z 위협을 느끼거나 위험에 처했을 때 누구에게 
연락할 것이며 어디로 갈 것인지 결정하세요.

 z 계획을 세울 때 아이들의 안전을 고려하세요.

 z 이동수단을 위한 비용을 따로 저금해두세요.  
여분의 집 열쇠와 차 열쇠를 마련해두세요. 

 z 중요한 전화번호들을 기록해두세요  
(예: 택시 주문 전화, 지역 경찰서 전화).

 z 가방에 옷가지와 약을 담아서 보관하세요.

 z 여분의 열쇠들과 중요한 서류들의 사본 (예: 여권, 
출생증명서, 혼인증명서 등)을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세요.

 z 당신이 회수하기 원하는 품목들을 적어두세요.

여성의 쉼터는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여성의 쉼터는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곳인가요곳인가요?
예, 모든 쉼터의 주소와 전화번호는 철저하게 예, 모든 쉼터의 주소와 전화번호는 철저하게 
대외비이며, 쉼터에는 경호원이 있습니다.  대외비이며, 쉼터에는 경호원이 있습니다.  

여성과 아이들은 쉼터에서 얼마나 오래 지낼 여성과 아이들은 쉼터에서 얼마나 오래 지낼 

수 있나요수 있나요?
쉼터들은 여성과 아이들의 필요에 따라 쉼터들은 여성과 아이들의 필요에 따라 
기간을 조정해드립니다기간을 조정해드립니다.  

여성의 쉼터를 이용할 때 렌트비가 여성의 쉼터를 이용할 때 렌트비가 

부가되나요부가되나요?
렌트비는 소득의렌트비는 소득의 25%를 초과하지 않고를 초과하지 않고,  
언제나 개인의 상황이 고려됩니다언제나 개인의 상황이 고려됩니다.

나는 장애가 있습니다. 내가 쉼터를 이용할 나는 장애가 있습니다. 내가 쉼터를 이용할 

수 있나요수 있나요?
예예. 쉼터에는 장애인 이용가능 숙소가 쉼터에는 장애인 이용가능 숙소가 
있습니다있습니다. DVConnect에 연락해서 당신에게 에 연락해서 당신에게 
필요한 요건들을 설명해주십시오필요한 요건들을 설명해주십시오.

반려동물은 어떻게 되나요반려동물은 어떻게 되나요?
반려동물 친화적인 숙소가 있는 쉼터들이 반려동물 친화적인 숙소가 있는 쉼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는많이 있습니다. 또는, RSPCA에서 반려동물의 에서 반려동물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임시보호 가정에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임시보호 가정에 
맡기도록 지원해드릴 수 있습니다맡기도록 지원해드릴 수 있습니다.

 Q&A DVConnect Womensline (여성상담전화) 
24시간 위기 지원

1800 811 811 • www.dvconnect.org

DVConnect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무료 상담전화를 운영합니다.

DVConnect는 긴급 이동서비스  
및 안전한 숙소를 제공하여 여성이 
가정폭력을 피해 탈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릴 수 있습니다.

안전 계획을 세울 때 지원 서비스와  안전 계획을 세울 때 지원 서비스와  

협력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협력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DVConnect에에 1800 811 811번으로 연락하세요번으로 연락하세요.

긴급한 위험에  긴급한 위험에  
처한 경우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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