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본 국가 계획과 제2차 실행 계획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시면, www.dss.gov.au/nationalplan
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에는 본 국가 계획을 쉽게 읽어볼 수 
있도록 마렦된 버젂도 제공됩니다.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귀하 혹은 귀하께서 아시는 누굮가가 가정 및 가족 
폭력이나 성폭력을 경험하고 있다면, 다음 번호로 
젂화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000 자신, 아이 혹은 다른 사람이 급박한 위험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

• 1800 RESPECT – 1800 737 732
• 호주 인간관계 협회(Relationships Australia) – 

1300 364 277
• 남성의 전화(Mensline) – 1300 789 978

제2차 실행 계획 지원 방법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폭력을 감소시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책임이며 장기적인 과제입니다. 
함께 협력하여 폭력을 유발하는 태도 및 행동들을 
없애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우리 지역 사회에 
짂정으로 지속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붂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자신의 가족, 지역사회, 직장 및 스포츠 
단체에서 성 평등을 장려하고,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폭력에 대하여 반대 의견 개짂

• 거주 지역 여성 대상 서비스, 청소년 단체, 
홈리스 쉼터, 원주민 혹은 다문화 단체를 위한 
자원 봉사 혹은 기부. 또는 지역 사회나 현지 
정부 기관에 동참

• 웹사이트 www.theline.org.au를 확인하고, 
자신의 가족 및 지역 사회에서 서로 졲중하는 
인간관계 촉짂

• Our WATCh와 연계: www.ourwatch.org.au
• 페이스북(/WhiteRibbonAustralia)이나 트위터

(@WhiteRibbonAust)에서 화이트 리본 
팔로우하기.

• 젂국 여성 연합(National Women’s Alliances): 
www.dpmc.gov.au/women/news/2013/six-
national-women-s-alliances.cfm

• 여성 안젂을 위한 호주 국가 연구 기관
(Australia’s National Research Organisation 
for Women’s Safety): www.anrows.org.au

• 주요 통계 보기(출처-개인 안젂 설문 조사 및 
여성에 대한 폭력을 향한 지역사회의 태도에 
대한 젂국 설문조사 등)

• 내년에 발간되는 국가 커뮤니케이션 계획 
젂략을 살펴보십시오. 참여 방법에 대하여 더 
자세히 알려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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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정부, 주정부 및 테리토리 정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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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어린이 대상 폭력 
감소를 위한 국가 계획이란 
무엇인가?
가정 및 가족 내 폭력 및 성폭력은 반드시 
근젃되어야 하는 범죄입니다. 호주에서는 3명의 
여성 중 약 한 명 꼴로 물리적 폭력을 경험하고, 
5명 중 거의 1명의 여성이 15세 이후 성폭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 주정부 및 테리토리 정부들이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2010-2022 여성과 어린이 
대상 폭력 감소를 위한 12개년 국가 계획(본 국가 
계획)을 만든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2011년에 발표된 본 국가 계획은 여성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폭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호주 여성과 어린이들은 안젂한 
지역사회에서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욲 
삶을 누려야 합니다.
본 국가 계획은 4개의 실행 계획들로 이루어져 
시간에 따라 서로 연계적으로 구축되어감으로써 
과거로부터 배움을 얻어 미래를 위한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처음 3년 동안, 저희는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폭력을 감소시키기 위한 탄탄한 토대를 
구축했습니다.

제2차 실행 계획 내용
제2차 실행 계획은 본 국가 계획을 위한 중요한 
차기 단계이며, 제1차 실행 계획을통해 구축된 
기초를 토대로 짂행하고 이를 발젂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2013년부터 2016
년부터 욲영되며, 모든 정부에서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폭력 감소를 위해 중요하다고 합의한 26개의 
실질적인 실행 정책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26가지 실행 정책을 통해, 저희는 다음 사항을 
위해 더욱 힘 쓸 것입니다.

• 폭력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지역사회 
전체 참여 유도.

• 원주민 여성, 문화 및 언어적으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여성, 그리고 장애 여성들에 대한 
폭력에 대해 조사하고 이를 근젃

• 경찰, 법원 및 법률 체계와 같은 시스템들의 
상호 협력 개선 및 폭력을 경험하는 여성에 
대한 지원 서비스와 폭력을 행사하는 남성에 
대한 대처 방안 개선

• 여성 안젂을 위해 폭력을 행사하는 남성들에 
대한 프로그램 개선

• 폭력적인 행동을 근젃하고 도움이 필요한 
여성을 지원하기 위해 효과적인 방안을 심도 
있게 연구

제2차 실행 계획 및 그 정책들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웹사이트 www.dss.gov.au/
nationalplan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제2차 실행 계획 개발 방법
제2차 실행 계획을 개발하기 위해 2014년 2월 
젂국 원탁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여기에는 약 100
명의 젂문가 및 기관들이 참여했습니다. 또한 50
여개가 넘는 서면 제출을 받았습니다.

2013년 저희는 본 국가 계획 상의 특정 정책에 
관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Our WATCh 단체, 여성 안젂을 
위한 호주 국책 연구 기관(Australia’s National 
Research Organisation for Women’s Safety, 
ANROWS), 그리고 폭행 가해자 관렦 업무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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