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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 지원
만일 성폭력을 당했을 경우 모든 공립병원의 
응급실에서 무료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NSW 보건부 산하 전문기관인 성폭력센터
(Sexual Assault Services)는 하루 24시간 무료 
(메디케어 카드 불필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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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용한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센터

로얄 프린스 알프레드 병원 내 시드니 
성폭력센터, 캠퍼다운 소재 
9515 9040 (업무 시간) 
9515 6111 (업무 외 시간 및 주말)

성폭력은 범죄입니다.

누군가 힘이나 위협으로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행위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이나 주변의 누군가가 성폭력을 겪는다면 해당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NSW 경찰: 전화 000(트리플 제로)

NSW 성폭력 위기센터: 전화 1800 424 017 
(연중무휴 24시간 무료 통화)

무료 통역: 통번역서비스(TIS) 전화 131 450
번으로 연락하십시오. 원하시는 지원 서비스 기관에 
통역사가 무료로 연락해 드립니다.

법률 지원
어떠한 선택지가 있는지 비밀리에 무료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 내용에는 거주 
상황, 교육과 직장 관련 문제, 경찰 신고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무료 전문 법률 서비스 기관입니다.

NSW 여성 법률 서비스 
1800 801 501  |  wlsnsw.org.au

레드펀 법률 센터 
NSW 유학생 법률 서비스 
9698 7277  |  rlc.org.au

이너시티 법률 센터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인터섹스 및 퀴어 전문 서비스 
1800 244 481  |  iclc.org.au

피해자 지원 서비스 이용

범죄 피해자는 NSW 피해자 서비스를 통해 
지속적인 상담과 재정 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무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문의 전화(Victims Access Line) 
1800 633 063 무료 통화 
(연중무휴 24시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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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프로그램의 후원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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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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SW 성폭력 위기센터 
뉴사우스웨일즈에서 성폭력을 겪거나 
그러한 위험에 처한 남녀와 주변의 
지인들을 위해 전화 및 온라인 위기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800 424 017  
(연중무휴 24시간 지원) 
nswrapecrisis.com.au

레즈비언 게이 트랜스젠더 바이섹슈얼 
퀴어(LGBTIQ) 전용 서비스:

QLife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전화와 
인터넷을 통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800 184 527 
연중무휴 오후 3시 ~ 자정까지 지원

자신의 
권리를 
아십시오

만일 성폭력이나 성희롱을 당한 경우에는 도움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적 동의란?

동의는 압박과 속임수 또는 
약물이나 알코올의 영향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지로 선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유 의사

비록 전에 한 적이 있고 심지어 둘 
다 침대에서 옷을 벗은 상태라도 
성관계 동안 언제든지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번복 가능

성관계는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본인이 원할 때에만 동의해야 
합니다.

열정적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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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시점에 동의했다고 해서 다른 
때에도 같은 것을 하겠다고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시간 제한

많은 사람들은 겁에 질렸을 때 
얼어붙은 듯한 반응을 보입니다. 
단지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동의했다는 뜻이 될 수 없습니다. 

침묵은 동의가 아님

성폭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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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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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