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몸
당신의 선택

Korean

성폭력은 범죄입니다.
누군가 힘이나 위협으로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행위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이나 주변의 누군가가 성폭력을 겪는다면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 전화 000(트리플 제로)
국가 성폭력 서비스: 전화 1800 737 732
(주 7일, 24시간 무료 전화)
무료 통역: 통번역서비스(TIS) 전화 131 450
번으로 연락하십시오. 원하시는 지원 서비스 기관에
통역사가 무료로 연락해 드립니다.

자신의
권리를
아십시오

신뢰하는
사람에게
알립니다

지원을
받습니다

성폭력이란?
자신의
권리를
아십시오
여러분은 친밀한 관계를 맺을 상대를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성관계와 친밀함에는 성적인
접촉, 성행위, 성적 이미지와 문자 메시지 섹스팅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자발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행위를 강요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호주에서는 본인의 허락 없이 함부로 만지고
위협하며 원치 않는 성적 이미지를 교환하거나,
상대에게 또는 상대에 관한 성적인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성범죄는 심각한 범죄이며
성범죄자는 최대 14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를 신고하거나 범죄 피해자가
되더라도 본인의 비자나 고용 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성폭력은 다음과 같이 다양한 형태의 성범죄를
의미합니다.
• 강간, 강제로 성관계(질, 항문 또는 구강)를
가지는 행위
• 원치 않는 접촉, 옷 위 또는 옷 속을 막론하고
모든 종류의 신체 접촉 행위
• 콘돔 제거, 성관계 전이나 도중에 상대의 허락
없이 콘돔을 제거하는 경우
• 성적 강압, 상대를 압박하거나 속여서 원치
않는 성적 행위를 하는 경우
• 스토킹, 누군가가 당신을 따라다니거나
감시하는 행위
• 몰래 훔쳐보는 행위, 누군가와 친밀한 행위를
하거나 알몸으로 있을 때 허락 없이 보는 경우
• 외설적인 노출, 누군가가 자신의 은밀한 신체
부위가 보이도록 노출하는 행위
• 포르노 시청이나 촬영을 강제하는 행위,
본인의 허락 없이 강제로 상대의 사진과
영상을 찍거나 포르노 영화를 억지로 보게
하는 경우
• 섹스팅, 본인의 동의 없이 알몸 사진을
공유하거나 상대가 원치 않는데도 알몸
사진을 보내는 경우

성적 동의란?
자유 의사
동의는 압박과 속임수 또는
약물이나 알코올의 영향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지로 선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열정적 선택
성관계는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본인이 원할 때에만 동의해야
합니다.
구체적 합의
한 가지(예: 침실로 가기)에
동의했다고 해서 다른 것(예: 성관계)
에도 동의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만일 누군가 콘돔을 사용하기로
동의해 놓고 실제로 착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동의가 아닙니다.
번복 가능
비록 전에 한 적이 있고 심지어 둘
다 침대에서 옷을 벗은 상태라도
성관계 동안 언제든지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시간 제한
특정 시점에 동의했다고 해서 다른
때에도 같은 것을 하겠다고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침묵은 동의가 아님
많은 사람들은 겁에 질렸을 때
얼어붙은 듯한 반응을 보입니다.
단지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동의했다는 뜻이 될 수 없습니다.

만일 성폭력이나 성희롱을 당한 경우에는 도움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뢰하는
사람에게
알립니다
믿을 수 있는 친구나 가족 또는 상담
센터에 이야기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을 신고하지 않기로
결정하더라도 비밀을 유지하면서
도움과 지원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1800RESPECT
성폭력과 가정 폭력의 영향을 받은
분들에게 전화 및 온라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800 737 732
www.1800respect.org.au
퀸즈랜드 성폭력 상담
성폭력이나 성적 학대를 받은 사람 또는
자신이 아는 사람이 폭력이나 학대를
받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누구나 전화
지원 및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1800 010 120 | www.dvconnect.org
주 7 일 오전 7:30 ~ 오후 11:30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인터섹스 퀴어(LGBTIQ) 전용 서비스
QLife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전화와
온라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800 184 527
연중무휴 오후 3시
~ 자정까지 지원

법률 지원
지원을
받습니다
다양한 기관에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유학생과 관광객을 포함한 누구나 관련 단체를
통해 도움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 지원
만일 성폭력을 당했을 경우 모든 공립병원의
응급실에서 무료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퀸즈랜드 보건부 성폭력 서비스를 24시간 무료
(메디케어 카드 불필요)로 제공해 드립니다.
해당 기관들은 성폭력을 겪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정보와 상담, 치료, 검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또한 성매개 감염병 검사와 임신
예방 조치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의학적 증거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성폭행 검사는
사건 발생 후 24시간 이내에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적으로 대응할 경우 성폭행 이후
최대 7일 이내에 이루어진 검사는 법정에서
유효한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지역에 대한 정보와 서비스에 대한
정보는 귀하의 의사(GP) 또는 13HEALTH
(13 43 25 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선택권이 있는지 비밀리에 무료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에는 거주
상황, 교육과 직장 관련 문제, 경찰 신고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무료 전문 법률 서비스 기관입니다.
여성 법률 서비스
여성들에게 무료 법률 자문 및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지역사회 법률 센터입니다.
1800 957 957 | https://wlsq.org.au
법률 상담소 (Legal Aid)
법률 정보, 자문 및 변호를 제공해 드립니다.
1300 651 188| www.legalaid.qld.gov.au
퀸즈랜드 피해자 지원 서비스
귀하가 범죄의 피해자라면 상담, 재정 지원, 법률
지원 등의 무료 서비스를 이용할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1300 546 587 (9am-5pm)

경찰 신고
성폭력은 범죄입니다. 범죄 피해자가 되어도
본인의 비자 또는 취업 상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호주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 내역을 조사하고
피해자와 다른 사람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후속 조치를 취합니다. 경찰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트리플 제로(000) 전화
• 직접 경찰서 방문
• 범죄 신고(Crime Stoppers) 전화 1800 333
000번에 익명으로 사건 제보
지원 서비스 기관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시드니 시청, 레드펀 법률 센터 및 StudyNSW이 발간한 자료를 각색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