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로운 생각에 문제를 제기하고 

여성을 향한 부절적하고 학대적인 

행동들을 예방하기 위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의식 창출: 가정, 가족 및 성폭력(DFSV)과

그 원인에 관한 정보부족 및 오보는 

두려움을 일으키며 폭력과 학대를 당하는 

여성으로 하여금 도움을 구하지 못하게 

합니다. 종교 및 지역사회 리더들은 DFSV와 

이의 예방 방법에 관한 더 나은 이해를 위해 

특별한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보지에 기재된 정보를 지역사회 

뉴스레터에 포함시키거나 이 정보지를 

전단지로 배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포스터를 

전시해 지역사회의 인식을 고취시키거나  

연인 관계에서 남성의 안전하고 공손한 

행동의 증진 및 폭력과 학대로부터 자유롭게 

살 여성의 권리에 관한 지역사회의 입장을 

밝히는 성명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논의하기: DFSV와 여성을 향한 남성의 

폭력 사용 예방에 있어서의 성평등의 

중요성에 관해 이야기할 기회를 

만드세요. 이것은 설교, 덜 공식적인 

소규모 논의 또는 지역사회에 전문가를 

초빙해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역사회의 모든 

사람들-남성, 여성 및 청년들-을 

포함시키세요.

여러분의 신앙적 전통이 남녀 간의 존중과 

평등을 어떻게 육성하는 지, 여성과 남성의 

역할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의사결정 및 

리더십에 여성을 포함시키기 위해 무엇을 더 

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세요.

참여: 남녀간의 존중을 증진하는 지역사회의 

움직임들에 참여하세요. 이것은 11월 25일 

세계 여성 폭력 추방의 날 및 11월 25일에서 

12월 10일까지의 성폭력에 대항한 16일간의 

행동 캠페인을 포함합니다. 또한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 행사로 여러분의 종교와 

지역사회에의 여성들의 기여를 기념할 수 

있습니다. 

실행하기: 평등과 여성 존중을 장려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변화를 만들어 

성평등을 증진하세요. 이것은 

성평등/여성폭력 예방 계획 또는 행동 

집단의 창출, 젊은 여성들의 리더십 

참여 독려, 새로운 리더들을 위한 훈련 

제공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 변화를 

옹호하세요: 다른 지역사회 집단들, 

네트워크, 신앙 공동체들과 연계함으로써  

지식을 얻고 DFSV 방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여러분의 신앙 및 지역사회 구성원들을 

안전 서비스들과 연결될 기회를 제공하며 

그들이 도움과 지원을 찾을 수 있도록

장려합니다. 

정보지 4

성평등과 존중을 증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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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적이고 학대적인 행동을 인지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1800 RESPECT – 전국 성폭력, 가정

및 가족 폭력 상담 서비스

다른 언어들로 된 DFSV 관련 정보 
Information about DFSV in different languages 

영국 성공회 교구 멜버른

여성 폭력 예방 프로그램 

Preventing Violence Against Women Program 

AMES 여성 폭력 예방 리더십 프로젝트 
일상의 성차별에 대한 도전- 1부 및 2부 
Challenging Everyday Sexism – Part 1 and 2 

가족 폭력 도전 프로젝트 

평등과 존중의 증진:가족 폭력 방지를 위한 
범종교적 협력 
Promoting Equality and Respect: An interfaith 
collaboration on preventing family violence 

스코틀랜드 교회 – 온전함을 위한 전략 
여성 폭력의 종식을 위해 노력하기  
여성 폭력에 맞서기 위한 자료  
Working to end violence against women 
Resources for tackling violence against women 

여성 폭력과 가족 폭력에 대해 대응하는 

신앙 공동체들- 효과가 있는 것들:

종교적 환경에서의 효과적 예방을 위한 핵심 정보 
Key Tips for Effective Prevention in Faith Settings 
멜버른 대학교와 여성 건강을 위한 다문화 센터

가족 폭력 대항 인터치 다문화 센터  

여성 폭력 예방을 위해 종교 및 지역사회 
리더들에게 권한을 부여하기 
Empowering Faith and Community Leaders to 
Prevent Violence Against Women 

우리의 감시 – 이야기를 바꿉시다:

호주의 여성폭력 

Let’s change the story: Violence 
against women in Australia 

우리의 감시 – 예방 실천자 안내서  
Prevention Practitioner Guide 
(신앙에 기반한 맥락에서의 예시 포함) 

우리의 감시 – 무엇이 여성폭력을

자행하게 만드는가?

What Drives Violence Against Women? 

신앙 공동체에서 평등과 존중의 관계를 

증진하기

 매뉴얼과 툴키트 

Manual and toolkit 

SASA! 믿음  
 신앙 공동체를 위한 성폭력 및 HIV 예방 안내서 

A Guide for Faith Communities to Prevent 
Violence Against Women and HIV 
트로케어와 레이징 보이시스

맨 박스: 호주에서 젊은 남성으로서

존재함에 대한 연구

     남성 프로젝트 – 예수회 사회 서비스 

The Men’s Project – Jesuit Social Services 

하얀 리본 호주  자료들 

resources

여러분은 DFSV의 예방과 대응,  여성과 

아동의 안전 수호에 있어 핵심 역할을 

담당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 추가 정보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1800RESPECT (1800 737 732)  
또는  www.1800RESPECT.org.au 

응급상황이나 어떤 사람이 위험에 

처했다면 즉시 000으로 전화하세요.

이 정보지는 DFSV에 관한 4부의 정보지 중 하나입니다. 성평등과 존중의 증진에

관한 추가 정보는 정보지 3에 있습니다. DFSV에 관한 인지와 대응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면 정보지 1과 2를 참조하세요.

https://www.1800respect.org.au/languages/
https://www.1800respect.org.au/languages/
http://www.melbourneanglican.org.au/pvaw/
http://www.melbourneanglican.org.au/pvaw/
http://www.youtube.com/playlist?list=PLr2ovjL6seelMiCzlMsyJ8y1pyQrfuoP-
http://www.youtube.com/playlist?list=PLr2ovjL6seelMiCzlMsyJ8y1pyQrfuoP-
https://cgdresources.mmgsolutions.net/Resources/Website/SiteDocuments/Challenge%20Family%20Violence%20booklet%20WEB%20(A3471436).pdf
https://cgdresources.mmgsolutions.net/Resources/Website/SiteDocuments/Challenge%20Family%20Violence%20booklet%20WEB%20(A3471436).pdf
https://cgdresources.mmgsolutions.net/Resources/Website/SiteDocuments/Challenge%20Family%20Violence%20booklet%20WEB%20(A3471436).pdf
https://cgdresources.mmgsolutions.net/Resources/Website/SiteDocuments/Challenge%20Family%20Violence%20booklet%20WEB%20(A3471436).pdf
http://www.churchofscotland.org.uk/speak-out/violence-against-women
http://www.churchofscotland.org.uk/speak-out/violence-against-women/violence-against-women-resources
http://www.churchofscotland.org.uk/speak-out/violence-against-women
http://www.churchofscotland.org.uk/speak-out/violence-against-women/violence-against-women-resources
https://www.partnersinprevention.org.au/wp-content/uploads/Faith-Communities-Addressing-Violence-Against-Women-and-Family-Violence-What-Works.pdf
https://www.partnersinprevention.org.au/wp-content/uploads/Faith-Communities-Addressing-Violence-Against-Women-and-Family-Violence-What-Works.pdf
https://intouch.org.au/launch-of-new-resource-empowering-faith-and-community-leaders-to-prevent-violence-against-women/
https://intouch.org.au/launch-of-new-resource-empowering-faith-and-community-leaders-to-prevent-violence-against-women/
https://intouch.org.au/launch-of-new-resource-empowering-faith-and-community-leaders-to-prevent-violence-against-women/
https://intouch.org.au/launch-of-new-resource-empowering-faith-and-community-leaders-to-prevent-violence-against-women/
https://intouch.org.au/launch-of-new-resource-empowering-faith-and-community-leaders-to-prevent-violence-against-women/
http://www.youtube.com/watch?v=fLUVWZvVZXw
http://www.youtube.com/watch?v=fLUVWZvVZXw
http://www.youtube.com/watch?v=fLUVWZvVZXw
http://www.youtube.com/watch?v=fLUVWZvVZXw
http://www.youtube.com/watch?v=fLUVWZvVZXw
https://d2bb010tdzqaq7.cloudfront.net/wp-content/uploads/sites/2/2019/11/07042017/Putting-prevention-into-practice-AA-web.pdf
https://d2bb010tdzqaq7.cloudfront.net/wp-content/uploads/sites/2/2019/11/07042017/Putting-prevention-into-practice-AA-web.pdf
http://www.ourwatch.org.au/the-issue/
http://www.ourwatch.org.au/the-issue/
http://www.ourwatch.org.au/the-issue/
http://www.ourwatch.org.au/the-issue/
https://www.vichealth.vic.gov.au/-/media/ResourceCentre/PublicationsandResources/PVAW/guide-to-equality/Promoting-Equal-and-Respectful-Relationships-Manual-and-Tool-Kit-Web.pdf?la=en&hash=CA0CEFE1875A3D3A8D88E94A9F4019451EA90ACD
https://www.vichealth.vic.gov.au/-/media/ResourceCentre/PublicationsandResources/PVAW/guide-to-equality/Promoting-Equal-and-Respectful-Relationships-Manual-and-Tool-Kit-Web.pdf?la=en&hash=CA0CEFE1875A3D3A8D88E94A9F4019451EA90ACD
https://www.trocaire.org/sites/default/files/resources/policy/sasa-faith-guide.pdf
https://www.trocaire.org/sites/default/files/resources/policy/sasa-faith-guide.pdf
https://www.trocaire.org/sites/default/files/resources/policy/sasa-faith-guide.pdf
https://jss.org.au/what-we-do/the-mens-project/the-man-box/
https://jss.org.au/what-we-do/the-mens-project/the-man-box/
http://www.whiteribbon.org.au/Learn-more/Available-Resources
http://www.whiteribbon.org.au/Learn-more/Available-Resources
http://www.1800respect.org.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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