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 you want the violence to stop

Korean

가정 폭력을 멈추고 싶습니까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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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상담 및 법정
관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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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소개
여성 가정폭력 법정 지원 서비스
(WDVCAS)는 지역에 기반을 둔
독립적인 서비스로 여성과 아동이
가정 폭력에 관해 그리고 법원을
통해 보호를 받는 방법에 관한
정보와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성 가정폭력 법정 지원
서비스를 위한 재정 지원은 NSW
법률구조공단 (Legal Aid)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할 지
망설이고 계시거나
접근금지 명령(AVO)
및 기타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WDVCAS
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법정 출두 전
법정으로 가는 가정폭력 사건이
있고 절차에 대해 알기를
원하시면, 여성 가정폭력 법정
지원 서비스에서 해당 정보와 다른
기관으로의 의뢰 및 기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법정 출두
본 서비스는 당사자가 법정 내에서
안심하게 자리를 잡고 진행 과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며, 개별 상황에 맞는 최선의
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여성 가정폭력 법정 지원 서비스는
법정에 출두해야 하는 추후 일정을
비롯해 해당 사건의 진행 과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법정 출두 후
법정에서 나온 후에는 주거와
생활비 지원, 자녀 문제, 가정법
및 상담 등과 관련하여 도움이
되는 다른 서비스를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학대행위가 계속될
경우에 취해야 할 행동에 관한
정보도 알려드립니다.

일부 여성 가정폭력 법정 지원 서비스에는 원주민
여성이나 다문화 배경의 여성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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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명령
AVO란 무엇입니까?
AVO는 접근금지 명령입니다.
이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폭력의
두려움이나 안전의 위협을 느낄
때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원의
명령입니다. 이를 금지 명령 또는
보호 명령이라고도 일컫습니다.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종류의 AVO
가 있습니다.
• 가정폭력 금지 명령(ADVO).
이는 관련 당사자들이 가족
관계나 친밀한 사이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여성 가정폭력 법정
지원 서비스는 ADVO에 해당하는
여성들을 돕기 위해 재정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 개인폭력 금지 명령 (APVO).이는
관련 당사자들이 가족 관계나
친밀한 사이가 아닌 경우에
적용됩니다. 예컨대, 이웃 관계
또는 스토킹을 당하거나 위협을
받고 있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AVO는 형사 고발이 아닙니다. 차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원의
명령입니다. AVO는 피해자가 좀더
안전하게 느낄 수 있도록 가해자의
행동을 제한합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녀들도 명령으로
보호됩니다.

AVO는 어떻게 신청합니까?
AVO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방 법원에
개인 신청을 하거나 경찰이 귀하를
대신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성
가정폭력 법정지원 서비스에서는
개인 및 경찰 신청 모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본인이 필요로 할
경우 법적 조언을 얻을 수 있도록
주선해 드립니다.
여성 가정폭력 법정지원
서비스에서 법원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설명해 드립니다. 이
서비스는 귀하나 경찰 또는
귀하의 변호사와 협력하여 AVO
의 조건이 귀하의 필요에 적합한
지를 확인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법을 위반하여 경찰에 기소된
경우 귀하를 지원 및 보조를 하기
위해 귀하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법정에 출두해야 합니까?
예. 법정에 출두하여 법원에 귀하의
사건에 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귀하의 상황과 관련하여 귀하가
원하는 바를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여성 가정폭력 법정 지원 서비스
담당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귀하를
돕고 지속적인 필요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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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설명드립니다
저는 배우자와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여성 가정폭력 법정 지원
서비스에서 도와줄 수 있습니까?
예.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면서도
본인을 보호하기 위한 AVO 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명령에는 개별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도록 결정됩니다. 여성
가정폭력 법정 지원 서비스는
당사자의 요건에 맞으면서도
보호를 제공하는 조건들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이미 명령이 있는 상태에서 상황이
바뀌었다면 반드시 여성 가정폭력
법정 지원 서비스에 해당 AVO
의 변경 사항에 관해 알려주셔야
합니다.
AVO 신청을 취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본인의 상황이 해결되었다고
생각되더라도 신청 철회를
고려하기 전에 먼저 조언을 구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주지하실 것은, 이 명령은 형사적
기소가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지
모를 폭력과 학대 행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녀가 있다면 자녀도 보호를
받게 됩니다. 여성 가정폭력 법정
지원 서비스는 AVO 신청 철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우려사항에
대하여 상담해 드립니다.
경찰이 명령을 신청했다면, 특히
자녀가 관련되어 있거나 또는
경찰에서 폭력이 행사되었거나
그럴만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성 가정폭력 법정 지원 서비스는
이러한 사안에 관해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가해자가 AVO 조건을 위반하면
어떻게 됩니까?
AVO 위반은 형사상 범죄입니다.
모든 AVO 위반을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경찰이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가해자의 AVO 위반
행위에 대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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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나온 후
긴급 상황 시 000으로 전화하여
경찰을 요청합니다.
법원에서 명령을 내리는 경우,
귀하에게 우편 송달됩니다. AVO
사본이 즉시 필요하다면, 법원을
떠나기 전에 법원 사무실에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성 가정폭력
법정 지원 서비스가 이 문제에
관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AVO 사본을 몇 개 만들어서 항상
사본을 지참하십시오. 자녀의
학교에 사본을 제공하고, 차 안 및
직장에 사본을 둘 수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여성 가정폭력 법정 지원
서비스에 전화하십시오.

AVO에 대한 추가
정보나 가까이 위치한
여성 가정폭력 법정
지원 서비스를 찾고
싶으시면,
1800 WDVCAS
(1800 938 227)로
전화하십시오.

세이퍼 패스웨이(Safer
Pathway)란?
세이퍼 패스웨이는 가정 및 가족
폭력의 희생자들에게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새로운 방법입니다.
귀하는 단일 연락처를 받게 되며
여러 서비스에서 함께 협력하여
귀하 또는 귀하와 자녀들을 위한
조율된 대응을 합니다.
경찰이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하거나 귀하가 사건을
신고하기 위해 경찰서를 방문한
경우, 경찰이 귀하에 대한 현재의
위협 수준을 평가합니다. 귀하의
정보는 귀하가 사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 조정 센터로 신속하게
전달됩니다. 이 서비스는 여성
가정폭력 법정 지원 서비스의
일부입니다. 가정 및 가족 폭력
전문 담당자가 귀하에게 연락하여
필요하신 것에 대해 상담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비스에 관해
알려 드립니다.
만약 심각한 위협 수준으로 평가될
경우, 담당자가 안전 조치 회의를
권고해 드립니다. 이 회의에는 가정
및 가족 폭력 분야에 종사하는
기관에서 참석하며 귀하와 가족에
대한 위협 수준을 아주 신속하게
줄일 수 있는 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귀하의 상황을
고려하여 안전 계획을 수립합니다.
미팅 후에는, 지역 조정 센터
담당자가 귀하에게 전화하여
제공된 서비스의 수락 의향 여부에
관해 논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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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법정 용어
동의

법관

때에 따라 가해자가 피해자의 AVO
에 대해 동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 사건은 추후 법정 심리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가해자가
시인하지 않고 동의할 수 있는데, 이는
명령에는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AVO
신청서 내용을 시인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법관은 법정을 관할하며 AVO 승인
여부를 판단하고 어떠한 조항이 얼마
동안 적용해야 하는지를 결정합니다.
법정에서는 ‘Your Honour (존경하는
재판장님)’라고 불립니다.

법정 심리 목록
이는 날마다 법정에서 심리되는
사건의 목록입니다. 일부 법원에서는
AVO를 심리하는 날이 따로 있어서
AVO 사건들은 매주 같은 요일에
심리됩니다.

쌍방 신청
경우에 따라 AVO 상의 가해자가 AVO
로 보호를 받으려는 피해자를 상대로
AVO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여성 가정폭력
법정 지원 서비스에 바로 연락하거나
법률 자문을 구하십시오. 해당 지역
서비스에서 법률 대리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진술
이는 본인의 사건이 법정에서 거론되는
것을 말합니다. 가해자가 AVO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사건은 다른
날짜에 심리하게 됩니다. 당사자는
모든 진술 날짜에 법정에 출두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출석할 수 없다면,
여성 가정폭력 법정 지원 서비스에
전화하여 상황을 알려야 합니다.

경찰측 검사
변호사가 개인 신청인을 대리하듯이
경찰측 검사는 경찰을 대변하여 법정에
관련 자료를 제출합니다.

개인 신청

명령의 구속을 받는 상대방.

이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개인이
진행하는 AVO 신청입니다. 법정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변호사가
본인을 대신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최종 명령

보호 대상자

가해자

법정 절차에서 최종적으로 내리는
명령입니다. 이는 법원에서 신청자에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한 유효하며,
명령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법정에 따로
출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시 명령

다음 법정 심리일까지 유효한 명령서.

명령을 신청했거나 명령의 해당
당사자.

임시 명령(PO)
긴급 상황 시 당사자의 법정
출두일까지 경찰이 발행하는 임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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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 및 지원
희생자 서비스

범죄 희생자에 대한 지원과 도움

1800 633 063

희생자 서비스는 남성과 관련되어 NSW
경찰에 작성된 모든 가정 및 가족 폭력
보고서 의뢰를 수령합니다.

1800 019 123
(원주민 연락 번호)

NSW 가족 및
커뮤니티 서비스,
가정폭력 전화

A긴급 숙소 제공 및 상담 알선, 보건 및
법적 서비스로 지원(주 7일, 하루 24시간)

1800 656 463

Link2Home

NSW 전지역의 홈리스 서비스 알선
(주 7일, 하루 24시간)

1800 152 152

NSW 법률구조공단,
가정폭력서비스부

가정 및 가족 폭력 희생자에 대한
사회복지 지원 및 법적 조언, 지원, 알선
및 대리

(02) 9219 6300

NSW 여성 법무 지원 가족법, 가정폭력 및 성폭력에 중점을 둔
법적 조언, 지원, 알선 및 대리.

(02) 8745 6900
1800 810 784
가정폭력 법적 조언
전화

LawAccess NSW

전화를 통한 법적 지원 및 알선.
가정폭력의 희생자는 우선적으로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00 888 529

전국 가정폭력 예방
법무 서비스

호주 전역의 원주민과 토레스 해협
가정폭력 피해자/생존자들에게
전문적이고, 문화적으로 안전한 법률
서비스 및 지원 제공. 각 지역 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NFVPLS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www.nationalfvpls.
org/Where-We-Are.
php

LGBTIQ
전문가 서비스

ACON – Another Closet

www.anothercloset.
com.au

Mensline

남성 가정폭력 희생자 및 가해자에 대한
전화 지원과 알선

이너시티 법무센터, 안전한 관계 프로젝트

1800 244 481
1300 789 978

NSW 남성 행동 변화 (전) 배우자와 자녀에게 폭력과 학대를
www.mbcn-nsw.net
하는 남성을 위한 프로그램. NSW의
프로그램
인증된 서비스 제공자 목록은 웹사이트에
있습니다.

계속

7

NSW 경찰

가정 및 가족 폭력에 관련된 긴급 지원 휴대폰으로 000 또는

여성 가정폭력
법정 지원 서비스

가정폭력 상황에 처한 여성을 위한
정보, 법정 지원 및 알선 제공 그리고
ADVO 확보 지원.

112번

1800 WDVCAS 또는
1800 938 227

WDVCAS는 여성과 아동에 관해 NSW
경찰에 제공된 모든 가정 및 가족 폭력
보고서 의뢰를 수령합니다.
1800 RESPECT

상담, 정보 및 알선 (주 7일, 하루 24
시간)

1800 RESPECT 또는
1800 737 732

언어
이 브로셔는 아랍어, 중국어(번체), 중국어(간체), 다리어/이란어, 한국어,
인도네시아어, 스페인어, 따갈로그어, 태국어, 베트남어로 가능합니다.
본 간행물은 법률에 관한 일반 안내서로 발간되었습니다. 법률 자문으로
의존해서는 안되며 특정 상황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정보는 발간 당시 기준으로 정확하지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1800 WDVCAS (1800 938 227)로 문의하십시오.
본 브로셔는 웹사이트 www.legalaid.nsw.gov.au/publications
와 이메일 publications@legalaid.nsw.gov.au 를 통해 구하실 수 있습니다.
NSW 법률구조공단 서비스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
통역자가 필요하신가요?
만약 자신의 언어로 저희와 상담하시길 원하신다면 통번역서비스 (TIS) 		
131 450 (오전9시-오후5시)로 전화하세요.
	
듣기나 말하기가 어렵게 느껴지십니까?
듣기나 말하기가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국립 중계 서비스 133 677로 전화하시거나 www.relayservice.gov.au 로
접속하세요. 또는LawAccess NSW에 1300 889 529 로 전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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