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부적절한 
행동을 STOPIT에 
신고하세요 
대중교통 이용 중에 불편함이나 위협을  
느낀 적이 있다면, 여러분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기차, 트램, 버스 등 공공 장소에서 성추행이나  
반사회적 행동의 희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런 일을 빅토리아주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지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지만, 
그런 행동들이 조금이라도 여러분을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게 만든다면 이는 심각한 행위이며 
중단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빅토리아주 경찰은 문자 신고 서비스 STOPIT을 도입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13개의 
언어로 제공되며 타인이 모르게 손쉽게 신고할 수 있고 완벽하게 비밀이 보장됩니다. 

이런 행동들을 신고하는 것은 경찰의 범인 파악을 돕고, 치안을 강화시키며, 전 지역사회의 
관계망을 더욱 안전하게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STOPIT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STOPIT은 대중교통에서 일어나는 성추행이나 반사회적 행동을 문자 메시지를 통해 신고하는 
서비스입니다.

0499 455 455번으로 STOPIT이라는 문자를 보내면 링크를 받게 되며, 이 링크를 통해 해당 
사건을 조사할 빅토리아주 경찰 전담팀에게 더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실 수 있습니다.

STOPIT 서비스로 보내는 문자는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지 않으므로 즉각적인 경찰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트리플 제로(000)에 전화해야 합니다.

https://www.police.vic.gov.au/stopit


무엇을 신고할 수 있나요?

다음과 같은 기분을 느끼게 하는 모든 형태의 성희롱 및 반사회적 행동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불편함
• 두려움
• 위협감

이러한 행동들은 신체적 또는 언어적일 수 있고, 간접적이거나 노골적일 수도 있습니다. 
지속적일 수도 있으며, 혹은 단일 사건 중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성추행은 아래의 경우 등을 포함합니다. 
• 스토킹, 빤히 쳐다보거나 따라오는 행위
• 노상에서 희롱하면서 성적인 말 혹은 제스처를 하는 행위
• 사람 몸에 기대어 누르거나 개인적 공간을 침해하는 행위
• 성폭행

아래의 경우를 포함한 그 외 다른 반사회적 행동도 신고 가능합니다.
• 수상한 행동
• 외설적이거나 인종 차별적, 공격적인 언행
• 마약 및 음주 관련 사건
• 재산 피해 

신고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요?

STOPIT 은 대중교통 이용 중에 발생한 긴급하지 않은 사건들을 신고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STOPIT 서비스로 보내는 문자는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지 않으므로 즉각적인 경찰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트리플 제로(000)에 전화해야 합니다.

STOPIT 신고는, 경찰에게 신고하거나 경찰서를 방문하여 정식 범죄 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이나 
1800 333 000번으로 범죄해결지원(Crime Stoppers)에 연락을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STOPIT을 어떻게 이용하나요?

STOPIT은 빠르고 간단하게 이용하실 수 있으며, 13개 언어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1. 0499 455 455번으로 STOPIT이라는 문자를 보내세요.
2. 여러분은 온라인 양식으로 연결되는 링크를 받게 되며, 해당 행동의 유형, 발생 장소와 시간 

등과 같은 사건의 상세내용을 기재하실 수 있습니다.
3. 여러분이 공유하고 싶은 정보를 기재하여 해당 양식을 작성하십시오. 이미지나 영상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4. 제출한 뒤에는 확인 문자를 기다리십시오. 

https://www.police.vic.gov.au/stopit
https://crimestoppers.com.au/#report


해당 양식 전송을 완료하시면, STOPIT 전담팀이 신고를 검토한 뒤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여러분에게 전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 혹은 여러분이 아는 누군가가 나중에 필요할 경우를 대비하여 STOPIT 전화번호를 
저장해두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어떤 신고도 사소하게 여기지 않고, 항상 심각한 사안으로 
취급할 것입니다.

신고는 비공개인가요?

STOPIT 신고는 비밀이 완벽하게 보장되며, 경찰이 대중교통에서 범인을 파악하고 사회전체의 
관계망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지원 서비스

대중교통 이용 중에 발생한 성추행 피해자를 위한 지원 서비스는 
police.vic.gov.au/support-resources-sexual-offences-child-abuse. 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http://police.vic.gov.au/support-resources-sexual-offences-child-abu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