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폭력 서비스 헌장
가정폭력은 개인의 인권 유린입니다. 모든 사람은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보편적인 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Berry Street은 전문가를 통한 가정폭력 서비스를 멜번 북쪽 
지역(Northern Specialist Family Violence Service)과 
서쪽 지역(Western Specialist Family Violence Service)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피해 생존자의 안전에 대한 권리는 저희의 전문적인 가정폭력 
서비스의 주된 목적이며, 서비스의 모든 측면에서 이 권리가 
옹호될 것입니다.

저희는 다양한 전문적인 가정폭력 프로그램을 통해, 가정폭력 
피해 생존자 및 그들의 자녀를 지원하며, 여기에는 생물학적 성과 
성 정체성이 일치하는(이하 시스젠더) 이성애자 여성 및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 간성애자 및 동성애자 그룹 (이하 
LGBTIQ+)이 모두 포함됩니다. 저희 서비스 중에는 이성관계에 
있는 시스젠더 남성 중 가정폭력의 피해자나 가해자로 확인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개인적 필요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이 서비스 헌장은 여러분이 Berry Street에서 
지원과 도움을 받는 동안 여러분에 대한 저희가 약속하는 바를 
제시해 놓은 것입니다. 저희는 모든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차별없는 
높은 수준의 지원을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합니다.

저희 서비스의 약속 
저희 서비스, 지원 및 도움은:

•	 무료로 제공될 것입니다
•	 포용적이며 존중적입니다.
•	 문화적 필요에 부응할 것입니다
•	 여러분의 개인적 요구와 환경을 고려할 것입니다
•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권리와, 여러분 및 자녀에게 제공되는 

선택 사항과 서비스에 대해 알려드릴 것입니다
•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옹호할 것입니다
•	 여러분이 자신과 여러분 자녀를 위한 결정을 내리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	 여러분이 자신과 여러분 자녀에게 닥친 현재의 위험과 안전에 

대해 생각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여러분의 권리 
Berry Street의 전문적인 가정폭력 서비스는 여러분이 저희로부터 
지원을 받는 동안 자신의 권리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릴 것입니다.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동안,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에게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	 안전감을 느낄 뿐 아니라, 실제로 안전할 권리
•	 의사를 표명하고 존중받을 권리
•	 여러분의 문화적 정체성, 능력, 사회적 성, 성 정체성, 영성 및/혹은 

종교에 대해 존엄과 존경으로 대우받을 권리
•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스스로 결정을 내릴 권리
•	 서비스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거나 피드백을 제공할 권리
•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 다음 섹션을 확인하세요:언제 내 동의 없이 정보가 다른 사람들과 공유될 
수 있나?

함께 노력하기 
저희 모든 서비스와 환경은 폭력이 없는 안전한 공간입니다. 저희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모든 이들은 안전감을 느끼고 
실제로 안전해야 합니다. Berry Street은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이들이 안전하게 느끼고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분을 지원하고 여러분께 도움을 제공하고자 함께 
노력하는 반면, 저희는 여러분께 다음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	 저희 직원과 다른 서비스 이용자들을 존중해 주십시오
•	 저희가 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며, 무엇을 개선해야 할 지 알 

수 있도록 저희에게 피드백을 제공해 주십시오 

개인정보 
Berry Street Violence Service (Berry Street 가정폭력 서비스)
에 참여하는 것은 전적으로 자발적입니다. 저희가 여러분의 환경과 
관련된 정보를 더 많이 알수록, 여러분의 필요에 부합하는 서비스 및 
조언을 더 잘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저희에게 알려 
주실 지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여러분께서 제공한 정보는 여러분을 다른 서비스에 연계해 드릴 
때 사용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언제나 여러분의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기금제공 기관에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한 고객 수를 
보고하기 위한 보고 목적 및 서비스 질 보장, 연구 및 평가 목적으로 
개인 식별이 되지 않는 정보는 제공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아동과 청소년과 가족이 안전하고 활기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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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확인하기 
개인정보법에 따라, 여러분은 Berry Street이 여러분에 대해 수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정기적으로 연락했던 직원이나 
전문적인 가정폭력 서비스의 상급 관리자에게 요청하시면, Berry Street이 수집한 여러분에 대한 정보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Berry Street 개인정보 담당자에게 03 9429 9266번으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 공유에 대한 조항•

Child Information Sharing Scheme (CISS; 아동 정보 공유 제도) 및 Family Violence Information Sharing Scheme 
(FVISS; 가정폭력 정보 공유 제도) 하에서, 관련 정보가 아동의 복지와 안전을 증진시키거나, 아동에 대한 가정폭력 위험에 대한 평가 및 
관리와 관련있는 경우, Berry Street과 같이 승인된 기관들은 동의 없이 다른 승인된 기관들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정보가 아동 
피해 생존자에 대한 위험 평가 및 관리와 관련된 경우가 아닌 경우, 성인 피해 생존자로부터 여전히 동의가 필요합니다.

가능하다면, 저희는 정보 공유에 대해 사전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응급 상황이나 매우 위험한 상황에서는 반드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언제 내 동의 없이 정보가 다른 사람들과 공유될 수 있나?
•	 여러분의 안전, 혹은 여러분 자녀의 안전에 대해 심각한 우려가 있는 경우,
•	 법적 절차를 위해 저희가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	 공공 보건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있다고 저희가 믿는 경우입니다. 

저희가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 어떤 정보를 어느 기관과 공유했는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자세한 정보는 Consent to share information with other service providers (타 서비스 제공자와 정보 공유에 대한 동의서)를 확인하십시오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 주세요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한 모든 사항에 대해 여러분은 자신의 의견이나 불만을 제시할 권리가 있습니다.

저희 서비스에 관해 문제가 있을 경우, 저희는 여러분과 함께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피드백은 저희 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잘하는 사항과 잘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 등 모든 종류의 
피드백을 경청할 것입니다.

불만을 제기하거나 부정적인 피드백을 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서비스 이용 자격에 영향을 주거나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익명으로 불만을 제기할 권리도 있습니다.

어느 연령의 누구라도 Berry Street에 피드백을 제공하거나 불만을 제기할 수 있으며 혹은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희에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불만을 제기하거나, 의견 혹은 피드백을 주실 수 있습니다: 

•	 여러분의 Berry Street 직원에게 말하기
•	 전화를 걸어 서비스 담당 팀장이나 고위 관리자에게 대화 요청하기
•	 피드백 및 불만 제기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보내거나, Berry Street 사무실에 남겨두기
•	 웹사이트 www.berrystreet.org.au/feedbackform에서 피드백 양식 작성하기
• Feedback@berrystreet.org.au으로 이메일 보내기 
•	 가까운 지역 담당 이사 (Regional Director)에게 편지를 쓰거나 말하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피드백 제공이나 불만 제기에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불만사항 
여러분의 불만을 최대한 빨리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불만 접수 후 이틀 안에 저희측의 일차적인 반응을 알려 드리고, 접수 처리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알려 드릴 것입니다. 불만 처리 방식이나 결과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실 경우, 이에 대해 항소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불만 처리 결과에 대한 항소는 불만 처리 결과가 나온 지 한 달 안에 처리를 담당한 관리자에게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독립적인 기관, 예를 들어 기금 제공처인 Homelessness Advocacy Service에 1800 066 256로 연락하실 권리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Victorian Ombudsman (빅토리아 옴부즈맨)에서는 등록된 커뮤니티 서비스 기관의 조치에 대한 불만 사항을 
조사합니다. 전화: 03 9613 6222 이메일:ombudvic@ombudsman.vic.gov.au 웹사이트: www.ombudsman.vic.gov.au

여러분이 범죄 피해자인 경우, 여러분의 불만이 처리된 방식에 대해 Victims of Crime Commissioner (범죄 피해자 위원회)에 
검토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 위원회의 역할은 범죄 피해자의 불만 사항이 Victims of Crime Charter (범죄 피해자 
헌장)의 기본 원칙에 따라 처리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범죄 피해자 위원회와 헌장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www.victimsofcrimecommissioner.vic.gov.au를 방문하십시오.

Berry Street 중앙 사무소 1 Salisbury St Richmond VIC 3121
전화 (03) 9429 9266 이메일 info@berrystreet.org.au www.berrystreet.org.au
Berry Street은 사회 정의 원칙을 준수합니다. 저희는 호주 모든 영토의 전통적인 소유자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