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당할 수 없는 폭력을 벗어나고자 할 때 
여성에게는 넘어야 할 장애물이 많습니다. 
하지만 많은 여성이 폭력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자신과 자녀들을 위해 안전하고 보람 있는 삶을 
찾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떠나기 전에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떠나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떠나기 전에 자신과 자녀를 위해 분명한 안전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준비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 가정 폭력 핫라인 (Domestic Violence Hotline)에 전화하여 

귀하와 자녀를 위한 안전한 거처를 준비하십시오 

	✔ RSPCA에 연락하여 애완동물을 위해 안전한 거처를 

준비하십시오 

	✔ 가정 폭력 종사자에게 지원을 요청하여 귀하의 선택사항을 

논의하고 ADVO 등 본인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십시오 

	✔ 교통수단을 미리 준비하십시오 

	✔ 계획한 안전 장소로 이동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 돈, 서류, 옷, 예비 열쇠와 함께 짐을 준비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십시오 

	✔ 법적 조언을 받으십시오 

	✔ 응급 서비스 / 연락처 및 지원 서비스가 전화기에서 가능하도록 

하십시오 

	✔ 의사에게 상해에 대한 서류 작성을 의뢰하십시오 

	✔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새로 이동하고자 하는 장소를 

말씀하십시오

떠날 때 무엇을 가져가야 할까요?

다음은 떠날 준비를 할 때 도움이 되는 유용한 목록입니다. 아래 

물품을 가져가는 것이 안전한 경우에만 그렇게 하십시오. 귀하와 

자녀의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중에 경찰의 도움을 받아 돌아와서 소지품을 가져갈 수 있을 

것입니다.

	✔ 운전면허증, 은행 상세정보, 신용카드  

	✔ 귀하와 자녀의 출생/혼인/이혼 증명서 

	✔ Centrelink 문서, 이민 서류 

	✔ 차량 및 집 열쇠 

	✔ 귀하와 자녀의 여권 

	✔ 차량등록증

	✔ 진료 기록, 약품 및 Medicare 상세정보 

	✔ 납세 및 고용 서류 

	✔ 보호 및 가족 법률 서류를 포함한 법원 서류 

	✔ 임대, 모기지, 법률 서류, ADVO 사본 

	✔ 옷 

	✔ 개인 주소록 

	✔ 자녀가 좋아하는 장난감 및 기타 안정을 줄 수 있는 물품 

	✔ 보석 및 사진 등 개인 귀중품 또는 파괴될 것이 걱정되는 물품

온라인 상에서 나 자신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습니까?

안전을 지키기 위해 통신 가능 장비들을 꺼야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비는 도움과 자원과의 연결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도구입니다. 장비를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조치 단계가 있습니다. 

	● 전화 감시가 걱정된다면 안전한 무료 전화를 위해 1800 937 
638로 전화하십시오. 

	● 비밀번호/PIN을 보호하거나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번호로 

변경하십시오. 로그인 페이지에서 “비밀번호 저장”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 비공개 브라우징을 이용하여 누구도 귀하가 방문한 페이지를 

보지 못하도록 하고 가해자가 보지 않기를 원하는 사이트의 

브라우저 방문 기록을 삭제하십시오. 

	● 가해자가 접근할 수 없는 안전한 컴퓨터를 이용하십시오. 

도서관에 가거나 믿을 수 있는 친구에게 가실 수도 있습니다. 

	● 소셜 미디어 설정을 변경하여 위치 기능을 끄고 귀하의 정보를 

볼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하십시오.

eSafety Commissioner 는 이미지를 이용한 학대, 스파이웨어에 

대한 도움을 주고 대체 이메일 계정을 만들 수 있는 많은 자원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 www.esafety.gov.au/women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떠날 준비하기
Charmed and Danger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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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안정감 촉진

	● 자녀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 부드럽게 대하십시오

	● 믿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자신 돌보기

	● 귀하 본인의 시간을 마련하십시오 

	● 본인의 건강을 유지하십시오 

	● 친구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애정 보여주기

	● 언어와 신체적 행동으로 애정을 

표현하십시오 

	● 자녀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상처를 받았을 

때 다정하게 대하십시오 

  신체적 안전 제공하기

	● 음식과 쉼터, 옷을 제공하십시오 

	● 개인 위생과 영양을 가르쳐주십시오 

	● 안전을 감독하십시오 

	● 가족의 규칙적인 일상을 유지하십시오 
	● 상처를 돌보십시오 

 격려와 지원
	● 단호해지십시오 

	● 자녀가 본인이 관심이 있는 것을 

추구하도록 격려하십시오 

	● 자녀가 귀하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십시오 

	● 더 나아지는 모습을 인정하십시오 

	● 새로운 기술을 가르치십시오 

	● 실수할 여지를 주십시오 

   시간 내어주기

	● 활동, 학교, 스포츠, 특수활동 및 기념, 친구 

등 자녀의 생활에 참여하십시오 

	● 자녀를 귀하의 활동에 참여시키십시오 

	● 자녀에게 본인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훈육하기

	●  일관성을 유지하십시오 

	● 규칙이 자녀의 연령과 발달 정도에 

적절한지 확인하십시오 

	● 한계와 기대치를 분명히 하십시오 

	● 처벌이 아닌 훈육으로 지도하십시오 

신뢰와 존중

	● 자녀가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친구, 활동, 의견을 인정하십시오 

	● 독립성을 높여주십시오 

	● 프라이버시를 허용하십시오 

	● 타인에 대한 감정을 존중하십시오 

	● 자녀를 믿으십시오 

자

녀
를 위한 사랑과 보살

핌

자녀 양육

정서적 
안정감 촉진신뢰와 존중

자신 
돌보기

애정 
보여주기

신체적 
안전 
제공하기

격려와 지원

시간 
내어주기

훈육하기

가정 폭력 이후 육아

이 수레바퀴는 떠난 다음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 생각하는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입니다.

떠날 준비하기
Charmed and Danger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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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폭력 이후 육아의 수레바퀴

자녀를 위한 사랑과 보살핌

자녀 양육

정서적 안정감 
촉진

• 자녀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 부드럽게 대하십시오
• 믿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신뢰와 존중

• 자녀가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친구, 

활동, 의견을 인정하십시오 

• 독립성을 높여주십시오 

• 프라이버시를 허용하십시오 

• 타인에 대한 감정을 

존중하십시오 

• 자녀를 믿으십시오 

자신 
돌보기

• 귀하 
본인의 시간을 

마련하십시오 
• 본인의 건강을 

유지하십시오 
• 친구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애정 보여주기

• 언어와 신체적 행동으로 애정을 
표현하십시오 

• 자녀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상처를 받았을 때 다정하게 

대하십시오 
신체적 
안전 
제공하기

• 음식과 쉼터, 
옷을 제공하십시오 

• 개인 위생과 영양을 
가르쳐주십시오 

• 안전을 감독하십시오 
• 가족의 규칙적인 일상을 
유지하십시오 

• 상처를 돌보십시오 

격려와 지원
•단호해지십시오 
• 자녀가 본인이 

관심이 있는 것을 
추구하도록 격려하십시오 

• 자녀가 귀하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십시오 
• 더 나아지는 모습을 인정하십시오 

• 새로운 기술을 가르치십시오 
• 실수할 여지를 

주십시오 

시간 내어주기

• 활동, 학교, 스포츠, 특수활동 
및 기념, 친구 등 자녀의 생활에 

참여하십시오 
• 자녀를 귀하의 활동에 

참여시키십시오 
• 자녀에게 본인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훈육하기

• 일관성을 
유지하십시오 

• 규칙이 자녀의 연령과 

• 발달 정도에 적절한지 
확인하십시오 

• 한계와 기대치를 분명히 하십시오 
처벌이 아닌 훈육으로 지도하십시오 

떠날 준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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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정보 및 도움
응급 상황 발생 시, 휴대폰을 이용해 000번 또는 112번으로 경찰에 전화하십시오.

가정 폭력 상황에 있는 여성을 위한 정보와 법원 옹호 및 의뢰 서비스 그리고 ADVO 취득을 위한 지원을 원하시면 Women’s Domestic Violence Court 
Advocacy Service(여성 가정 폭력 법원 옹호 서비스) 1800 WDVCAS  또는 1800 938 227로 문의하십시오.

가정 폭력 피해자에게 법률 조언, 지원, 의뢰 서비스, 변호 서비스와 사회복지 업무 지원 및 재정 상담 서비스를 원하시면 Legal Aid NSW Domestic 
Violence Unit   (법률 지원 NSW 가정 폭력 담당 부서) 9219 6300으로 문의해주십시오.

Family Violence Law Help (가족 폭력 법률 도움) AVOs, 가족법, 아동 보호에 대한 법률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한 웹사이트입니다. 이 
정보를 다양한 언어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www.familyviolencelaw.gov.au

본 안내자료는 법률에 대한 개략적인 안내입니다. 본 정보를 법률 조언으로 의존하지 마시고 귀하의 상황에 대해 변호사와 상담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본 정보는 발행 시에 정확한 내용이었으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안내 자료는 Tweed Shire Women’s Services Inc.의 프로젝트인 Charmed and Dangerous: 여성을 위한 건강한 관계 회복 가이드라는 책자에서 
발췌하였습니다.

This factsheet is available in Arabic, Dari/Farsi, Korean, Simplified Chinese, Spanish and Vietnamese.  © Legal Aid NSW

출처, 가정 폭력 중재센터, 
미네소타주 덜워스(Domestic 
Abuse Intervention Centre Duluth, 
Minnesot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