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BTIQ 커뮤니티 내에서의 가정 폭력
호주에서 가정 폭력은 용인되지 않습니다.
호주에서 여자 동성애자, 남자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 간성, 퀴어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Intersex and Queer, LGBTIQ)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모든 차별
행위는 불법입니다.
호주법상, 모든 인간관계는 동등합니다. 이는 동성애자 커플을 포함한 모든 커플이 관계를 맺거나 결혼할
권리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가족, 친구, 사랑하는 이들과 긍정적이고 안전한 관계 속에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가정 폭력은 법에 위반되는 범죄입니다.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남녀 성별을 불문하고 교도소에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나 아는 사람이 위험에 처해 있다면 000 번으로 경찰에 신고하십시오.
호주 경찰은 안전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1800 737 732 번, 1800RESPECT 로 전화하시면,
비밀을 보장하는 상담과 정보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 통역 서비스가 필요하시면 131 450 번으로 전화하십시오.

호주 정부 (Australian Government)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정 폭력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가정 폭력이란 파트너에게 공포심을 유발하거나 안전을 위협함으로써 그들을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려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나 협박을 말합니다. 아래와 같은 행동이 가정 폭력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때리기

•

목 조르기

•

파트너나 가족에게 필요한 돈을 일부러 주지 않는 행위

•

파트너를 친구들과 가족으로부터 고립시키는 행위

•

파트너를 모욕하거나 심하게 비판하는 행위

•

자녀나 애완동물을 위협하는 행위

LGBTIQ 관계 속에서의 가정 폭력에는 또한 아래와 같은 행동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파트너의 간성자 지위, 성적 특질, 성별, 성 표현, 성전환자나 에이즈 보균자 지위를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

•

파트너의 성 정체성을 그의 가족, 친구, 지역사회 또는 직장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

•

파트너의 성전환 관련 약품 및 의료 서비스 이용을 통제하는 행위

•

파트너에게 섹스 규범이나 성별 규범을 따르라고 압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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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지원 서비스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ACON 은 가정 폭력을 포함해, LGBTIQ 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건강 문제들에 관한 무료 정보를
제공합니다. ACON 웹사이트, www.acon.org.au 에서 포괄적인 LGBTIQ 지원 서비스 안내 목록을
확인하십시오.
1800RESPECT 는 호주 전국 성폭력 및 가정 폭력 상담소 (Australia’s National Sexual Assault, Family and
Domestic Violence Counselling service)입니다. 본 상담소에서는 비밀을 보장하는 전화 및 온라인 상담과
정보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상담원들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고 질문에 답을 드리며 여러분의
거주 지역에 있는 다른 지원 서비스 기관과 연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1800 737 732 번으로 전화하시거나 1800RESPECT 의 웹사이트, www.1800RESPECT.org.au 에서
LGBTIQ 에 특정된 정보 섹션을 참고하십시오.

통역사가 필요하십니까?
131 450 번, 통번역 서비스 협회 (Translating and Interpreting Service, TIS)로 전화하십시오. TIS 의
통역사는 여러분이 다른 서비스 기관과 의사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지만, TIS 자체에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통화는 무료이고 비밀이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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