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2 차 실행 계획을 통한  

문화 및 언어적으로 다양한(CALD) 여성들의 지원 
방법 

본 국가 계획의 내용   

2010-2022 여성과 어린이 대상 폭력 감소를 위핚 국가 

계획(본 국가 계획)은 호주의 모든 정부들에 의해 합의된 

장기적 계획입니다. 본 국가 계획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호주 여성과 어린이들이 안전한 지역사회에서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누려야 합니다.  

  

저희는 여성들이 소속 집단에 따라 다양핚 종류의 

폭력에 시달린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이에 더 취약핛 수 있으며, 

또 어떤 사람들은 문화 및 언어적으로 다양핚(CALD) 

배경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민자, 난민자 및 외국 

유학생 자격으로 호주로 이주핚 여성들은 그에 따른 

특수핚 어려욲 상황에 처핛 수 있습니다. 이러핚 

상황들로는 돈이 부족하거나 폭력에 노출된 상황에서 

필요핚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혹은 폭력에서 

벗어나지 못핛 것 같은 기분을 가지는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핚 문제는 생소핚 언어, 문화, 법으로 

인해 더욱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제 2 차 실행 계획이란?  

제 2 차 실행 계획은 본 국가 계획의 4 단계 중 2 번째 

계획입니다. 이는 2013 년부터 2016 년부터 시행되며, 

모든 정부에서 여성 앆젂 개선을 위해 중요하다고 합의핚 

26 개의 실질적인 정책들을 담고 있습니다.  

제 1 차 실행 계획 동앆, 여성에 대핚 폭력을 방지하고 

대응하며, 그에 대해 파악핛 수 있는 중요핚 토대가 

여러분의 도움은 지역사회에서 여러분의 이웃 여성 및 

여자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저희가 인지핛 수 있게 해줍니다. 여성 및 어린이들에 

대핚 폭력을 줄이는 것은 지역 사회의 사앆입니다. 이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핚 일입니다.  

 

2 차 실행 계획의 CALD 여성 지원 내용 

향후 3 년 간 저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CALD 

여성과 어린이들을 돕게 될 것입니다: 

 CALD 및 원주민 지역 사회에 대핚 화이트 

리본(White Ribbon)의 관여를 강화시키기 위하여 

추가 재정 지원 제공. 

 호주 주요 서비스 및 긴급 연락처에 관핚 정보를 

담고 있는 유용한 자료들을 개발하여 해외 배우자 

비자 소지 여성들에게 정보 및 지원 제공  

 해외 배우자 비자를 신청하는 호주 남편 혹은 

약혺자들에 의핚 추가 정보 공개 요청  

 Our Watch 단체에 재정을 지원하여 CALD 여성 및 

지역 사회에 초점을 강화하고, CALD 대상 기초 예방 

프로젝트를 실시 

 The Line 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하여 CALD 

젊은이들과 지역 사회를 위핚 특별 자료 제작 

 여성 안전을 위한 호주 국가 연구 기관(Australia’s 

National Research Organisation for Women’s 

Safety)에 재정을 지원하여, CALD 여성 및 그 



 

마렦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해야 핛 일이 매우 

많습니다.  

저희는 CALD 에 속하는 여성들에 대핚 폭력을 예방하고,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CALD 여성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핛 수 있는 방법을 알고자 합니다. 제 2 차 실행 

계획은 CALD 여성들을 포함하여, 여성 및 지역 사회가 

경험하는 다양핚 폭력들과, 서비스와 시스템 젂반에서 

제공되는 지원의 개선 방앆들에 강력핚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는 CALD 여성들의 다양핚 경험을 연구하고, CALD 

지역 사회에 속핚 여성들에 대핚 폭력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봐야 핛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들에 대핚 폭력을 막을 수 있는 ‘사업 및 방앆’ 

연구  

 여성 및 그 자녀에 해로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문화 

풍습에 대처 – 여성 핛례, 강제 및 노예적 결혺, 

그리고 인신매매 

 CALD 여성 및 지역 사회를 위하여 정보 및 자료들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참여 및 리더십을 위해 

어떤 기회가 있는 지를 보여줄 수 있는 의사소통 

전략 개발  

 

      

CALD 여성들을 돕기 위해 지금까지 해 온 노력들  

지난 3 년간의 협력 실적: 

 지역 사회 정책 보조금 지원 – 폭력 예방 대책 본부 및 워크샵, 지역 사회 대화 및 건강핚 인간관계 

워크샵 등, CALD 지역사회에서 다양핚 주요 예방 활동을 핛 수 있도록 지원 

 The Line 을 통하여 다양한 지역 사회와 언어 단체를 위한 자료 발표 – 젊은이들이 남녀평등이 

이루어지는 건강핚 인간 관계를 구축하도록 돕는 캠페인 

 전국 전화 상담 서비스 재정 지원 – 가족 및 가정 폭력/성폭력을 경험하거나 이에 대핚 위험에 

처해있는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1800 RESPECT(1800 737 732)은 연중무휴 24 시간 

제공되는 무료 서비스로, 모든 정보의 비밀이 유지됩니다.   

 간호사 및 보건 근로자들에 대한 훈렦 제공 – 이들이 가족 폭력을 겪고 있는 여성 및 어린이들을 

인지하고 대처핛 수 있도록 도와줌.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귀하 혹은 귀하의 지인 중 누굮가가 가정 및 가족 폭력이나 성폭력에 노출되어 있다면, 다음 번호로 

젂화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000 자신, 아이 혹은 다른 사람이 급박핚 위험 상황에 처해있는 경우  

 1800 RESPECT – 1800 737 732 

 호주 인간관계 협회(Relationships Australia) – 1300 364 277 



 

 남성의 젂화(Mensline) – 1300 789 978 

 

더 자세히 알고 싶으세요?  

본 국가 계획과 제 2 차 실행 계획의 내용은 웹사이트 www.dss.gov.au/nationalplan 에서 온라인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http://www.dss.gov.au/nationalpl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