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VO 신청인과 보호가 필요한 분을 
위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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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접근금지 명령
(Apprehended 
Violence Order, 
AVO)은 귀하의 
신변 안전을 
위협하는 사람에게 
법원이 내리는 금지 
명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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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접근금지 명령(Apprehended 
Violence Order)이 무엇인가요?

폭력 접근금지 명령(Apprehended Violence 
Order, AVO)은 폭력, 위협 또는 괴롭힘의 피해자가 
더 이상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변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람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에서 부과하는 명령입니다. 모든AVO는 피해자가 
두려워하는 사람, 일명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폭행, 괴롭힘, 협박, 스토킹 또는 위협하지 말 것을 
명령합니다. 그 밖의 조건들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AVO를 따라야 합니다. 피해자는 경찰에 
연락하여AVO신청을 도와달라고 요청하거나 Local 
Court 또는 Legal Aid NSW에 연락하여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AVO에는 다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가정폭력 접근금지 명령(Apprehended 
Domestic Violence Order, ADVO)

ADVO는 연루된 사람들이 친인척 관계이거나 
동거자이거나 친밀한 관계인 경우이거나 과거에도 
이런 폭력 상황에 놓였던 경우에 적용됩니다. 
애보리지널 원주민이나 토레스 해협 섬 원주민의 
경우에는 연루된 사람들이 상대 당사자와 친족 
관계이거나 대가족 구성원인 경우에도ADVO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유급 또는 무급 간병인과의 
계약을 포함해 타인과 부양가족 간병 계약을 맺고 
있거나 맺었던 사람에게도 ADVO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ADVO는 간병을 하는 사람은 신청할 수 
없고 간병을 받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주거 시설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ADVO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금 ADVO는 호주의 모든 주 및 영토에서 
자동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4



2. 가정 외 폭력 접근금지 명령
(Apprehended Personal Violence 
Order, APVO)

APVO는 연루된 사람들이 친인척 관계가 아니고 
가족 관계가 아닌 경우, 예를 들어 이웃이거나 
직장 동료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폭력 접근금지 명령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피해자가 경찰에 연락하면 경찰이 피해자를 대신해 
AVO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건 발생 후 피해자의 
신변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경찰이 잠정적
(Provisional) AVO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임시 AVO라고 합니다. 경찰은 피해자에게 AVO
에 대해 설명해주고 언제 법원에 출석해야 할지 
알려줍니다.

아니면 피해자가 지방 법원에서 직접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가정폭력 접근금지 명령(Apprehended 
Personal Violence Order, APVO)

법원 직원은 피해자가 지방 법원에서 ADVO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어야 합니다. 신청 시에 
Legal Aid NSW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가정 외 폭력 접근금지 명령(Apprehended 
Personal Violence Orders, APVO)

법원이 판단하기에 APVO신청이 사소하거나 
번거롭거나 합리적으로 승소할 확률이 없는 
것 같으면 신청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귀하의 APVO신청이 진지하지 않거나 
고의로 문제를 일으키려는 의도가 있을 경우를 
의미합니다. 법원이 중재를 시도해보라고 조언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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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을 할 때 법원이 정해준 날짜를 잘 기록해두셔야 

합니다.

AVO신청이 들어오면 경찰이 이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려줍니다(공식 통보합니다). AVO신청서에 

피고인이 법원에 출석해야 할 날짜와 시간이 적혀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변호사가 필요할까요?

경찰이 귀하를 대신해 AVO를 신청했다면, 변호사가 

없어도 됩니다. 경찰 검사가 해당 사안을 법원에 

제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방 법원을 

통해 직접 AVO를 신청하셨다면, 귀하를 대변해줄 

변호사를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시면 본인이 

직접 변호를 하실 수 있습니다. ADVO 문제에 

관하여 법률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귀하가 

ADVO를 신청할 때 귀하를 대변해 줄 변호사 비용을 

Legal Aid NSW가 지불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가정폭력 당번 변호사 제도(Domestic Violence 
Duty Scheme) 또는 Legal Aid NSW 가정폭력 

전담반(Domestic Violence Unit) 소속 변호사들이 

많은 지방 법원에서 ADVO 신청인에게 법률 조언과 

지원을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가족법, 주택, Centerlink와 같은 다른 

법률 문제들에 대해서도 조언해드릴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지역 여성가정폭력 

법원 옹호 서비스(Women’s Domestic Violence 
Court Advocacy Service, WDVCAS)에 연락해 

문의하십시오.

Legal Aid NSW 또는 Law Access NSW에 

연락하시면 가정 폭력뿐 아니라 다른 법률 문제들에 

대한 조언과 지원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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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출두하면 어떻게 되나요?

피고인이 AVO 신청 사실을 통보받았는데도 합당한 

사유 없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을 경우 법원은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AVO 를 내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경찰이 귀하의 첫 법정 출두 날짜까지 

피고인에게 신청 사실을 알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경찰이 피고인에게 신청 사실을 

통보할 수 있을 때까지 해당 사건이 연기됩니다.

귀하나 경찰은 다음 법정 출두 날짜까지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임시 AVO를 내려달라고 법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임시(Interim) AVO라고 합니다. 

법원은 임시 AVO를 내리기 위해 귀하에게 몇 가지 

증거를 심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WDVCAS는 대부분의 지방 법원에서 피해자를 

지원해주며 법정 출두 날짜 전에 피해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습니다. LawAccess NSW도 AVO 

신청 사건을 위해 법정 출두 시에 어떻게 될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어떤 경우에 폭력 접근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나요?

다음 경우에 법원이 AVO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피고인이 AVO 부과에 동의한 경우, 또는

§ 증거 심리 후 법원이 귀하의 신변 안전에 우려가 

있고 그러한 우려가 합리적이라고 충분히 판단한 

경우, 또는

§ 피고인이 AVO 사실을 통보 받았음에도 법원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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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명령(Consent Orders) 이 
무엇인가요?

법원은 피고인이 AVO 부과에 동의한 경우 AVO를 

내릴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AVO 부과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바로 

당일에 AVO가 내려져야 합니다.

피고인이 폭력 접근금지 명령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피고인이 AVO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사건은 

심리가 연기될 것입니다. 법원은 심리일까지 귀하를 

보호하기 위해 임시 AVO 부과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심리는 치안판사가 증거를 청취하고 AVO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때입니다.

이 사안의 심리가 연기될 경우, 해당 하급 법원 

법관이 특정한 날짜까지 서면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라고 귀하에게 지시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와 

피고인이 둘 다 진술서를 작성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해당 사건의 법정 출두일이 다른 

날짜로 등재됩니다. 경찰이 귀하를 대신해 AVO를 

신청했다면 진술서도 경찰이 준비할 것입니다.

귀하와 피고인이 모두 법원에 진술서를 작성해서 
냈다면 해당 사건이 심리 목록에 등재되어야 합니다.

심리를 위한 법정에 출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석하지 않으면, AVO 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AVO가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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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법원이 추가 증거나 구두 형태의 증거를 허용하지 

않는 한, 법원에 제출된 서면 진술 증거를 바탕으로 

심리가 이루어집니다. 경찰은 또한 사건 발생 시에 

녹화 또는 녹음한 비디오 또는 오디오 자료를 증거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피고인이나 

그 변호사가 귀하에게 더 많은 질문을 하고 싶어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인이 먼저 사건을 진술합니다. 그러면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변호사가 귀하와 귀하의 

증인에게 증거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피고인이 사건을 진술합니다. 그러면 

귀하나 귀하의 변호사(또는 경찰 신청 시 경찰 검사)

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증인에게 증거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AVO를 결정할 권한은 해당 법관에게 있습니다.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면 지방 WDVCAS와 

상담하십시오. 1800 WDVCAS (1800 938 227)로 

전화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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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접근금지 명령에는 어떤 종류의 
조건이 붙나요?

AVO가 내려지면, 세 가지 조건이 항상 붙습니다. 이 

조건들에 따라 피고인은 다음 행위가 금지됩니다.

 § 보호 대상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 보호 대상자를 스토킹, 괴롭힘 또는 위협하는 

행위 

 § 보호 대상자의 소유이거나 보호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의도적이거나 무분별하게 

파괴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보호 대상자와 동거인 관계인 사람도 누구나 이러한 

조건에 따라 보호를 받습니다. 여기에는 보호 

대상자의 자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요구되는 금지 행위에 추가 조건들이 

아래와 같이 AVO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보호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행위 

 § 보호 대상자가 살거나 일하거나 방문하는 장소 

근처에 가는 행위

 § 알코올 섭취 또는 불법 약물 복용 후 보호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보호 대상자와 함께 있는 

행위

 § 보호 대상자를 찾으려는 시도

 § 그밖에 법원이 판단하기에 보호 대상자의 안전과 

보호에 필요한 조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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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회복 명령(Property Recovery 
Order)이 무엇인가요?

AVO가 내려졌고 귀하가 피고인이 살고 있는 주택 

등의 개인 재산을 돌려받아야 한다면, 법원이 AVO를 

내리는 동시에 재산 회복 명령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은 귀하가 법정에 가는 첫째 날에 내려져야 

합니다. 재산 회복 명령이 내려지면 귀하나 피고인 

둘 중 한 사람이 집이나 다른 장소에서 개인 재산을 

취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재산을 취할 때 경찰 동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명령이 부과되면 어떤 결과가 
생기나요?

AVO가 내려졌다고 해서 피고인에게 형사 유죄 

판결을 받거나 전과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AVO 

세부 사항은 경찰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됩니다.

피고인이 총을 소지하고 있다면, 경찰이 압수합니다. 

피고인이 총기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그 

면허증은 자동 취소되고 취소 효력이 10년 동안 

유지됩니다. AVO가 취소되면 피고인은 총기 면허를 

되돌려 받을 수 있지만, 총기 면허증 소지자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면허증 복원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피고인이 경비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어하거나 

아동과 함께 하는 직장에서 일하고 싶어할 경우 

AVO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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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폭력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AVO는 법원 명령입니다. 피고인이 AVO에서 금지한 

행위를 한 경우, 형사 범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AVO 위반이라고 합니다.

귀하는 AVO 사본을 항상 지참해야 합니다. 자녀가 

있을 경우, AVO 사본을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도 

제출하는 것을 고려해보십시오. 피고인이 AVO
에 열거된 조건들을 위반한 경우 귀하는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VO에 따라 피고인이 

귀하에게 연락하는 것은 금지되었는데 귀하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왔다면 이것은 AVO 

위반이며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폭력 접근금지 명령 유효 기간은 얼마나 
지속되나요?

ADVO의 표준 유효 기간은 2년입니다. 법원은 

경우에 따라서 AVO 유효 기간을 무제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가 폭력 접근금지 명령 조건 변경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상황이 바뀌면, 귀하나 경찰이 지방 

법원이나 경찰에 AVO 변경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변경(variation)이라고 합니다. 

AVO의 보호를 받는 대상자가 16 세 미만 아동인 

경우 AVO를 변경하려면 그 부모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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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정보 및 도움

응급 상황 발생 시, 휴대폰을 이용해 000 번 또는 112 

번으로 경찰에 전화하십시오.

여성 가정폭력 법원 옹호 서비스(Women’s 
Domestic Violence Court Advocacy Services, 
WDVCAS) 1800 WDVCAS 또는 1800 938 227  

가정폭력 상황에 처한 여성들을 위한 정보, 법원 옹호 

및 위탁 알선 서비스와 ADVO를 받기 위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LawAccess NSW 1300 888 529 신청인과 

피고인에게 전화 통화로 법률 지원 신청 지원을 

포함한 법률 지원 및 위탁 알선을 제공합니다. 

가정 폭력 피해자를 우선순위에 두고 법률 조언을 

제공합니다.

가족 및 공동체 서비스 가정폭력 상담전화(Family 

& Community Services Domestic Violence Line): 

1800 656 463 긴급 숙소 지원과 상담, 건강 및 

법률 서비스를 위한 위탁 알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연중무휴.

1800 RESPECT 또는 1800 737 732 상담, 정보, 

위탁 알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연중무휴.

여성 법률 서비스(Women’s Legal Service) NSW: 
(02) 8745 6900 또는 가정폭력 법률조언 상담전화

(Domestic Violence Legal Advice Line) 1800 810 784  
가족법, 가정폭력, 성폭행에 초점을 맞추어 여성에게 

법률 조언, 지원, 위탁 알선, 변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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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전담반(Domestic Violence Unit), Legal 
Aid NSW: (02) 9219 6300 가정 폭력 피해자에게 

법률 조언, 지원, 위탁 알선, 변호 서비스와 사회복지 

지원 및 재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FASS (Family Advocacy and Support Service, 
가족 옹호 및 지원 서비스) 뉴사우스웨일스주

(NSW)에 있는 다양한 가정 법원에서 당번 변호사와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Legal 

Aid NSW 가정폭력 전담반(Domestic Violence Unit)

(02) 9219 6300)에 전화해 문의하십시오.

가정폭력 법률 도움(Family Violence Law Help)  
www.familyviolencelaw.gov.au 가족법, 아동 보호에 

대한 법률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한 

웹사이트. 이 정보를 다양한 언어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Link2home: 1800 152 152 NSW  

(뉴사우스웨일스주) 전역의 노숙자 지원 서비스 위탁 

알선. 연중무휴. 

피해자 서비스(Victims Services): 1800 633 063  

범죄 피해자를 위한 지원, 호주 원주민 연락 상담 

전화(Aboriginal Contact Line): 1800 019 123  

(오전 8 시 - 오후 6 시, 월요일 – 금요일까지, 

공휴일은 휴무).

사법 서비스(Justice Journey) 웹사이트 
www.victimsservices.justice.nsw.gov.au/Pages/
vss/vs_justicejourney/vs_justice-journey.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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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Aid NSW 에서 출판한 가정폭력에 
대한 기타 책자들:

 § 폭력을 멈추기를 원하십니까?(WDVCAS 서비스)

 § 침묵을 깨고 폭력에 제동을 거세요(WDCAS 
서비스를 위한 ATSI 자원)

 § 가정 폭력에 시달리고 계십니까?

 § 파트너로부터 상처나 위해를 입은 분에게 드리는 

비자 관련 조언

 § 폭력이나 학대에 시달리고 계십니까?(노인 학대)

 § 가정 폭력: 법정에서의 지원(WDVCAS의 쉬운 

영어 지원 서비스) 

 § 매혹과 위험(Charmed and Dangerous)    
 § 가족 옹호 및 지원 서비스(Family Advocacy 

and Support Services, FASS) – 가정 폭력에 

관한 법률 지원이 필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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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출판물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 책자입니다. 이 
출판물을 법률 조언으로 의존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상담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이 출판물 내용 속 정보는 출판 시 정확했습니다. 
그러나 바뀔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LawAccess에 문의하여 알아보십시오   
1300 888 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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