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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자 소개  
 
본 안내책자는 가정폭력 관련 정보와 경찰에 가정폭력사건을 신고했을 때 발생하는 일들 및 관련 법적 절차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해당지역 경찰서(연락처 20페이지 참조)에 배치된 

가정폭력 연락관(DVLO; Domestic Violence Liaison Officer) 혹은 책자 후반부에 소개된 지역 내 지원기관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본 책자는 노스 쇼어 지역 여성들을 돕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통계적으로 남성이 가정폭력의 가해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에 따라, 본 책자는 성적으로 편향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어 노스 쇼어 가정폭력 네트워크는 남성 또한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간과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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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의 개념 
가정폭력이란 한 사람이 상대방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상황을 뜻합니다. 가정폭력은 연인, 가족, 보호자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여러 형태로 이루어지며, 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체/물리적 학대 주먹질, 때리기, 발차기, 뺨 때리기, 목 조르기, 흉기를 이용해 신체적 손상을 입히는 행위. 

개인 소유물의 손상도 이에 해당됩니다. 

성적 학대  강제적 성행위 혹은 성적 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언어적 학대  모욕, 비방, 멸시, 비하, 위협, 협박하는 행위  

사회적 학대  가족, 친구들과 연락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이를 어렵게 만드는 행위 

경제적 학대  집안의 경제권에 권한을 주지 않거나 제한을 두는 행위 

심리적 학대  자유로운 종교활동을 방해하거나 이를 악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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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의 대표적 사례 
 
다음은 경찰에 보고된 가정폭력의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  폭행(폭행하겠다는 위협 포함)       ➟  애완동물 학대 

 ➟  고의적 손상(소유물 손상)        ➟난폭운전 

 ➟신체폭력을 의도한 고의적 소유물 손상       ➟성폭행  

 ➟스토킹           ➟ (강간을 제외한) 강제 추행 

 ➟  위협(반복적인 전화, 문자메세지, 이메일 등을 통한 괴롭힘 포함)    ➟가정폭력 접근금지명령(ADVO)의 위반 
 
가정폭력 접근금지 명령(ADVO)의 위반은 중범죄입니다. 위반 사건의 조사를 위해 경찰에서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서를 받아갈 것입니다. ADVO의 

위반과 관련된 신고는 사건 발생 이후 6개월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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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의 피해자 
 

많은 여성들과 자녀를 둔 여성들이 자신들의 가정 내에서 안전하지 못합니다.  
 

- 가정폭력은 호주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폭행사건의 유형입니다. 

- 따라서, 대부분의 여성들이 살아가면서 언젠가 한 번쯤 피해를 입게 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사는 곳, 수입 혹은 직업, 나이, 또는 출생국가나 종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 가정폭력이 일단 한 번 발생하면, 또다시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 아이들이 가정폭력을 목격하게 되면 아이들 또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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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자가진단 
 
다음의 문항 중 한가지라도 나의 상황과 같다면 학대받고 있는 것입니다.  
 
(*파트너 : 배우자, 사실혼 관계, 동거인, 연인 등 성적 관계의 상대를 통칭) 

- 현재 함께 살고 있거나 살았던 사람이 무섭거나 겁이 난다. 
-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멸시받고 비난당하고 있다. 
- 멍청하다는 말, 내 탓이라는 말, 내가 어떤 일을 하지 않았다면 때리거나 화를 내지 않았을 거라는 말을 듣고 산다. 
- 가족이나 친구들과 가까이 지낼 수가 없다. 가족이나 친구들 앞에서 망신을 주기 때문에 혹은 파트너가 어떻게 나올 지 두려워서. 
- „지킬박사와 하이드‟와 살고 있는 것 같다. –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모습과 나에게 보이는 모습이 판이하게 다르다. 
- 내 파트너는 자신이 항상 옳고 나보다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 파트너가 불쾌하거나 강제적인 성관계를 갖도록 강요한다.  
- 가끔 파트너가 잠시 동안 다정했다가도, 다시 긴장과 폭력이 시작된다. 
- 파트너가 모든 재산을 관리하며 한 푼의 돈도 파트너에게 사정하도록 강요한다. 
- 내가 어디에 있는지 계속해서 확인한다. 
-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위협, 협박한다. 
- 파트너가 나의 애완동물을 해치겠다고 협박했거나 해친 적이 있다. 
- 아이가 얌전히 있지 않을 때면 겁이 난다. 혹은 아이들이 조용히 있지 않으면 아이들이 다치게 될까 두렵다. 

 
9 

가정폭력 자가진단 
 
다음의 문항 중 한가지라도 나의 상황과 같다면 학대받고 있는 것입니다.  
 
(*파트너 : 배우자, 사실혼 관계, 동거인, 연인 등 성적 관계의 상대를 통칭) 

- 현재 함께 살고 있거나 살았던 사람이 무섭거나 겁이 난다. 
-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멸시받고 비난당하고 있다. 
- 멍청하다는 말, 내 탓이라는 말, 내가 어떤 일을 하지 않았다면 때리거나 화를 내지 않았을 거라는 말을 듣고 산다. 
- 가족이나 친구들과 가까이 지낼 수가 없다. 가족이나 친구들 앞에서 망신을 주기 때문에 혹은 파트너가 어떻게 나올 지 두려워서. 
- „지킬박사와 하이드‟와 살고 있는 것 같다. –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모습과 나에게 보이는 모습이 판이하게 다르다. 
- 내 파트너는 자신이 항상 옳고 나보다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 파트너가 불쾌하거나 강제적인 성관계를 갖도록 강요한다.  
- 가끔 파트너가 잠시 동안 다정했다가도, 다시 긴장과 폭력이 시작된다. 
- 파트너가 모든 재산을 관리하며 한 푼의 돈도 파트너에게 사정하도록 강요한다. 
- 내가 어디에 있는지 계속해서 확인한다. 
-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위협, 협박한다. 
- 파트너가 나의 애완동물을 해치겠다고 협박했거나 해친 적이 있다. 
- 아이가 얌전히 있지 않을 때면 겁이 난다. 혹은 아이들이 조용히 있지 않으면 아이들이 다치게 될까 두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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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와 함께 살고 있는 동안의 대처방법 
자신과 자녀들의 안전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파트너를 배반하는 일은 아닙니다. 

 
한 단계씩 차근차근 준비할 여건이 되는 분들도 있고, 당장 조치를 취해야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안전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대처방법입니다. 
 

- 모든 중요한 문서, 여유돈, 기타 서류 등을 급히 챙겨 나오기 쉬운 장소에 보관하십시오.  

중요 물품: 출생증명서, 메디케어 카드, 의료보험 증서, 은행 직불/ 신용카드, 여권, 센터링크 문서, 가정폭력 접근금지 명령(ADVO) 사본, 집과 차의 예비 
열쇠,의약품 처방전, 전화카드, 중요한 비밀번호들, 학교 기록 등 

- 위급시를 대비해 조금이라도 여유돈을 마련해 두십시오. 

- 필요할 때 빨리 집에서 나올 수 있도록 여행가방을 마련하시고 그 안에 필수품만 챙겨두십시오.  

몇 가지 서류나 물품들을 미리 친구나 가족에게 맡겨놓는 방법도 있습니다. 

- 위급상황 발생시 안전한 장소가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미리 갈 곳과 연락할 사람을 정해두십시오. 

- 이웃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소리가 나면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부탁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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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와 헤어진 후의 대처방법 
 

         
 
확실한 안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대처방법으로 학대를 행하던 예전 파트너가 아이들과 나를 찾아내서 괴롭히는 일이 없도록 할 수 있습니다. 
 

- 발신자 표시 제한 번호를 사용하십시오. 

- 통신사에 연락하여 예전 파트너의 번호로부터 걸리는 전화를 차단시켜 놓으십시오. 

- 경찰에 연락하여 주소가 공개될 수 없도록 자동차 등록정보를 차단시켜 줄 것을 요청하십시오. 

- 우편 사서함을 개설하거나 우편물 수취 주소를 변경하십시오. 

- 특별한 상황에서는 센터링크에서 센터링크 데이터베이스에서 주소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은행, 통신사 등 다른 기관에도 개인정보 보안에 

관해 문의하십시오. 

- 통화시에 주의하십시오. 요즘은 대부분의 전화와 휴대폰에 발신자 번호를 알려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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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 
가정폭력이 행해지는 가정의 아이들은, 심지어는 아기들도, 폭력이 행해지는 것을 보고 들을 수 있으며,  

나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이들과 아기들은 가정폭력에 의해 심각한 후유증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아이들이 신체 부상을 당하기도 합니다. 

폭력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다음과 같이 잘못된 인식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 폭력은 누군가를 통제하는 데 있어 가장 좋은 방법이다. 

- 여자는 존중할 가치가 없으므로 존중하지 않아도 된다. 

-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폭력을 행사해도 무방하다.  

- 스트레스를 받을 때 폭력으로 풀어도 무방하다. 

- 어른은 아이들을 지켜주지 않는다.  

- 사랑하는 사람을 해쳐도 무방하다. 

-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를 해치고 통제해도 된다. 

폭력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폭력이 정상적인 행동이라고 믿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들은 폭력적인 사람으로 성장하거나 어른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학대받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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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력 대처방법 

 
결혼/사실혼 혹은 연인 관계에 있다고 해서 강제로 성관계를 갖거나 강제 추행을 하거나 성적 행위를 강요할 권리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에 대한 가장 잘못된 통념 중 하나가 바로 성범죄의 가해자가 대부분 피해자와 면식이 없는 타인이라는 생각입니다. 실제로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알고 지낸 경우가 80%에 달합니다.피해자들은 전혀 모르는 타인보다 가족 구성원, 지인들 사이에서 더욱 큰 위험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파트너에게 성폭행을 당한 경우, 파트너는 체포되어 기소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나 상담을 원하시면, NSW주 성폭행 위기 센터(전화: 9819 6565, 매일 24시간 전화상담, 정보제공 및 지원, 관련 기관 소개)로 
연락하시거나 웹사이트(www.nswrapecrisis.com.au)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로얄 노스 쇼어 병원, 성폭행 피해자 지원부(세인트 레오나드, 전화: 9926 7580/근무시간 외: 9926 7111)에서는 성폭행 피해자를 위한 의료지원 및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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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정폭력 접근금지 명령(ADVO)이란? 
가정폭력 접근금지 명령(이하 ADVO)은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내리는 법정명령으로, 피해자가 위협을 느끼는 

사람(피고)의 행동에 일정한 조건을 달아 그 행동을 제한합니다.  

ADVO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들이 있습니다.  

 폭행, 괴롭힘, 위협, 협박 및 스토킹 금지  
 피해자의 주거지 및 근무지에 출입, 기거 및 접근 금지  
 피해자에게 직접 혹은 제3자를 통한 연락 금지  
 피해자에게 접근 금지  
 

이 외에도 가정법령에 따른 특별조항들이 있으며 이러한 조항들이 이미 적용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긴급히 보호가 필요한 경우 경찰에서 임시 

ADVO(접근금지 가처분 명령) 또는 (일방적) 임시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소유건물 혹은 소유지 등에 파트너(피고)가 살고 있다면 출입시에 경찰이 동행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H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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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O는 피고에게 전과기록을 남기지는 않습니다. 

ADVO발부절차 
임시명령 (일방적 임시명령) 

피해자의 긴급 보호 요청시 혹은 위급상황 발생시 경찰에서 임시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ADVO 신청서 

ADVO 신청서는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ADVO 신청서에는 ADVO 신청사유, ADVO의 신청 날짜, 시간, 법원,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지명령의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시 ADVO  

임시 ADVO는 법원의 치안판사에게서 발부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은 재판 준비 기간과 재판 진행 중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ADVO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  

모든 명령은 그 효력을 갖기 위해 피고에게 송달되어야 합니다. 피고가 법원에 출석한 경우 ADVO는 자동적으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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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O 신청절차 
 
ADVO는경찰 혹은 가까운 지방법원(local court)의 법정 사무관(Chamber Registra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ADVO 신청서는 피고(피해자가 위협을 느끼는 사람)의 해당 지역 경찰서로 보내지고, 해당 경찰서에서 피고에게 ADVO의 신청사실과 재판날짜를 통보합니다. 

 
첫 재판일은 진술이라 합니다. 첫 재판 후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a) 피고가 법원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피고에게 명령이 송달 되면 최종명령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혹은,  
(b) 피고에 송달되지 않은 경우 추가 진술을 위해 재판이 휴정(다른 날로 재판을 연기하는 것)될 수 있습니다.혹은,  
(c) 피고가 명령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심리가 열릴 수 있으므로 법원에 재차 출석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심리가 열리는 날까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임시명령(interim order)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심리에서는, 치안판사가 피해자, 경찰, 피고의 진술을 바탕으로, 이후 가정폭력이 다시 발생할 것에 대해 피해자가 느끼는 위협이 타당한 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최종명령이 발부될 수도, 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ADVO를 받아내지 못한 경우, 지역법원(district court)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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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O 신청절차 
경찰 혹은 가까운 지방법원(local court)의                          피고가 ADVO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법정 사무관(Chamber Registrar)을 통해 ADVO를 신청한다. 
 
                                                        
 
 
 
 

 
 
 
 
 
 
 
 
 
 
 
 

진술 
(첫 법정출두) 

 

최종명령 발부 
치안판사가 ADVO 최종명령을 내림. 
이런 경우는 피고(가해자)가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에게 명령이 

송달된 경우에 가능함. 

하지만 간혹 피고에게 명령장이 

송달되지 않아 재차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경우도 있음. 
 

휴정 
피고가 명령 발부에 승복한 경우 

혹은 피고가 소환장을 받지 못했거나 

통역관이 필요한 경우  
 
치안판사가 임시명령(interim 
order)을 내릴 수 있음 

심리 
치안판사가 제시된 증거를 바탕으로 피해자가 안전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지와 그 타당성 여부를 판단 

동의명령 발부 
피고가 심리를 거치지 

않고 ADVO발부에 

합의 
 

ADVO 발부 
심리 후 판결 

 

일방적 명령 
피고가 법원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발부되는 

최종명령 

 

휴정 
피고나 피해자/증인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심리날짜를 새로 정함.. 
 ADVO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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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신고 및 연락처 
경찰 신고 

 
경찰에 가정폭력건을 신고하려면, 가까운 경찰서를 찾아가거나 경찰서에 연락하여 경찰관이 집으로 방문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발생시 최대한 빨리 경찰에 신고하십시오. 또한, 폭력 및 폭력에 대한 협박이 가해진 경우 혹은 경찰에 접근금지명령(AVO)신청을 위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와 동시에 진술서가 제출되어야함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사건 신고 후 절차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위해서는 다음에 명시된 담당관들의 연락처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  담당 경찰관 – 사건신고를 받은 경찰관 
 ➟  가정폭력 연락관(Domestic Violence Liaison Officer) – ADVO 관련 정보 제공, 혹은 상담기관, 보호시설, 피해자 지원 기관, 일반 가정폭력 관련  
      정보 및 지원 기관 관련 정보제공 및 중개.  
  
경찰은 가정폭력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조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입은 상해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면, 경찰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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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연락망 
 
아래 연락망은 북시드니 지역(Northern Sydney) 내의 경찰서 연락망입니다. 모든 경찰서가 매일 24시간 운영됩니다.  

기재된 번호로 연락하시면, 가정폭력 연락관(Domestic Violence Liaison Officer)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LAC= Local Area Command (경찰서) 

North Shore LAC  Kuring gai LAC  Harbourside LAC  Eastwood LAC  
9414 8499  9476 9799  9956 3199  9858 9299  
63 Archer Street  292 Pacific Highway  273 Pacific Highway  3 Ethel Street 
Chatswood  Hornsby North Sydney Eastwood 
 
Northern Beaches LAC 

 
Manly LAC 

 
Gladesville LAC 

 
9971 3399 9977 9499 9879 9699  
Corner St. David‟s Ave 3 Belgrave Street 8 Punt Road  
Dee Why  Manly  Gladesvil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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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LOCAL COURT) 연락망 
 

지방법원의 법정 사무관(chamber registrar)이 ADVO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지방법원으로 연락하여 방문예약을 하셔야하며, 예약시 ADVO 신청건이고 긴급사안이라고 밝혀주셔야 합니다.  

 

Hornsby Local Court 
9847 9933 
294 Pacific Highway 
Hornsby 
Monday- Friday 9am-4:30pm 

North Sydney Local Court 
9463 3800 
94 Pacific Highway 
North Sydney 
Monday- Friday 9am-4:30pm 

Ryde Local Court 
9809 3540 
814 Victoria Road 
Ryde 
Monday- Friday 9am-4pm 

Manly Local Court 
9934 4500 
1 Belgrave Street 
Manly 
Monday- Friday 9am-4:30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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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O 위반시 대처방법 
대부분의 경우 ADVO는 피해자가 법정명령을 필요로 하게 만든 피고의 행동을 제한하는 데 충분히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피고가 ADVO를 

위반한 경우,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가까운 경찰서를 찾아가거나 경찰에 전화로, 혹은 (((000000000))) 으로 연락하여  

ADVO의 위반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AAADDDVVV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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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와 시간이 기재된 신고기록을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피고의 행동에 대한 기록을 모아두었다가, 차후에 다시 재판이 열릴 경우 

기초적인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 날짜·시간과 담당 경찰관이 명시된 기록도 보관해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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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피해자 지원 전화 서비스  
1800번은 무료전화이며 휴대폰으로 통화하지 않는 이상 전화 고지서에도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집전화를 이용하신 후에 파트너가 항상 확인을 한다면, 통화 후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어 통화사실을 파트너가 알 수 없도록 하십시오. 
 
DOMESTIC VIOLENCE CRISIS LINE (가정폭력 위기 전화) 1800 65 64 63 (24시간 주(州) 내 무료전화)  
가정폭력 위기 전화는 현재 파트너 혹은 예전 파트너의 폭력에서 벗어나려는 분들을 위한 상담 및 관련기관 중개 서비스입니다. ADVO 관련 
정보 또한 제공합니다. 
 
VIOLENCE AGAINST WOMEN- AUSTRALIA SAYS NO TO VIOLENCE HELP LINE  
(여성폭력 방지센터_비폭력 호주 지원 전화) 1800 200 526 (24시간 주(州) 내 무료전화)  
여성폭력 방지센터에서는 가정폭력 관련 정보 및 성폭력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속적인 지원 및 보조를 위해 관련기관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NSW RAPE CRISIS CENTRE (NSW 성폭력 위기 센터) 1800 424 017 (24시간 주(州) 내 무료전화) 
NSW주 성폭력 위기 센터에서는 상담 및 정보제공 서비스, 긴급전화상담, 지원 및 관련기관 중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VICTIMS OF CRIME BUREAU (범죄 피해자 지원국) 1800 633 063 (24시간 주(州) 내 무료전화) 
범죄 피해자 지원국에서는 다른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지원서비스와 피해자 권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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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지원 기관 
여성 가정폭력 법정지원 서비스(WDVCAS; Women’s Domestic Violence Court Advocacy Service) 

 
- 재판 전 가정폭력 및 ADVO의 신청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필요한 사항들과 대처방법들에 관해 알려드립니다.  

- 재판 전, 전화로 혹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 재판시, 지방법원 내 안전한 대기실을 마련하고 도와드립니다.  

- 기타 지원 기관들에 관해 알려드리고 대변하여 드립니다.  

 
Northern Sydney WDVCAS  
(노던 시드니 여성 가정폭력 법정지원 서비스) 

8425 8707 / 8425 8702 
 
혼스비, 노스 시드니, 맨리 지방법원 담당 

Macquarie WDVCAS  
(맥쿼리 여성 가정폭력 법정지원 서비스) 

8833 0922 
 
라이드, 파라마타 지방법원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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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시, 지방법원 내 안전한 대기실을 마련하고 도와드립니다.  

- 기타 지원 기관들에 관해 알려드리고 대변하여 드립니다.  

 
Northern Sydney WDVCAS  
(노던 시드니 여성 가정폭력 법정지원 서비스) 

8425 8707 / 8425 8702 
 
혼스비, 노스 시드니, 맨리 지방법원 담당 

Macquarie WDVCAS  
(맥쿼리 여성 가정폭력 법정지원 서비스) 

8833 0922 
 
라이드, 파라마타 지방법원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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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원 기관 
Domestic Violence Advocacy Service 
(DVAS) (가정폭력 법정지원 서비스) 
Sydney Metropolitan                8745 6999 
TTY                                     1800 626 267 
 

DVAS는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전문 
법률지원 서비스입니다.  

Indigenous Women's Contact Line 
(원주민 여성 지원 전화) 
NSW주 전지역                1800 639 784 
  
Women’s Legal Services NSW 
(NSW 여성 법률 지원 서비스) 
Sydney Metropolitan                9749 5533 
TTY                                     1800 674 333 
www.womenslegalnsw.asn.au   

 

*TTY: 청각장애인을 위한 전화 

NSW Law Access Line  
(NSW 법률 지원 전화) 
Sydney Metropolitan                 1300 888 529 
TTY                                           1300 889 529 
www.lawaccess.nsw.gov.au  
 

NSW 법률 지원 전화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무료 
전화 서비스로 법적 문제를 가진 NSW 지역주민을 
위해 법률정보, 자문, 관련 기관 중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Legal Aid NSW (NSW 법률 구조) 
Manly                                          9977 1479                      
Sydney                                        9219 5000                      
TTY                                             9219 5126 
www.legalaid.nsw.gov.au  
 
 

Macquarie Legal Centre           8833 0911 
(맥쿼리 법률 지원 센터) 
www.macquarielegal.org.au 

Horizons Community Legal Centre       
(호리즌 지역사회 법률 지원 센터)       9679 0969 

Immigration Advice & Rights Centre 
(이민 정보 및 이민자 권리 센터) 
www.iarc.asn.au                   9262 3833 

Welfare Rights Centre      (복지권 지원 센터) 
www.welfarerights.org.au               9211 5300  

Immigrant Women’s Speakout   
(이주 여성의 소리) 
www.speakout.org.au                 9635 8022 

Northern Area Tenants Services Inc 
(노던 에리어 주택임대 지원 서비스) 
www.nats.org.au                         9884 9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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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 관련 지원 기관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여성들은 자녀양육과 재산문제로 가족법 관련 자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기관의 연락망입니다. 

NSW Law Access Line (NSW 법률 지원 전화) 
Sydney Metropolitan                1300 888 529 
TTY                                          1300 889 529 
www.lawaccess.nsw.gov.au  
NSW 법률 지원 전화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무료 
전화 서비스로 법적 문제를 가진 NSW 지역주민을 
위해 법률정보, 자문, 관련 기관 중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Macquarie Legal Centre             8833 0911 
(맥쿼리 법률 지원 센터) 
www.macquarielegal.org.au 

Women’s Legal Services NSW 
(NSW 여성 법률 지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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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Aid NSW (NSW 법률 구조) 
Manly                                       9977 1479                      
Sydney                                     9219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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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legalaid.nsw.gov.au  

Horizons Community Legal Centre   
(호리즌 지역사회 법률 지원 센터) 
                                           9679 0969 
 
Family Relationship Centre 
(가족관계 지원 센터) 
- Ryde                                8874 8088 
- Northern Beaches           9981 9799 
 

가족법과 관련된 가정분쟁의 해결방안을 
제공하고, 관련기관 중개, 상담서비스 및 
정보를 제공합니다 

 

가정법원 여성 지원부 
가정법원 여성 지원부에서는 폭력 및 학대를 가하는 파트너와 헤어지는 문제로 시드니 가족법 등록사무소(Sydney Family Law Registry)를 
찾는 피해자들, 특히 여성과 아이들을 중점적으로 도와 법률 문제 외의 일들을 지원하고, 정보 및 관련 기관 소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렇다고 자녀를 두지 않은 여성들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법원 여성 지원부 직원들은 여성들을 도와 재판절차와 
법원직원들의 역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해 드리며, 다른 관련 기관들을 안내해 드리고, 법원 출석시에 동행하여 변호사 선임과 법원 
내 신변안전을 위한 방법을 마련하는 일들을 도와드립니다.  
*운영시간:매주 수·금 9:30am-1pm / 위치: Family Law Court, Level 5 Corner Goulburn and Castlereagh Street, Syd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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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시설 
Domestic Violence Crisis Line 24 hours (24시간 가정폭력 위기 전화)   1800 65 64 63 
Homeless Persons Information & Referral (노숙자 정보제공 및 시설소개)매일 9am-10pm        1800 23 45 66 

위 전화서비스는 가정폭력 관련 정보 및 자문과 긴급피난처 안내를 24시간 제공해 드립니다. 

노스 쇼어 지역 여성과 아동을 위한 보호시설:        기타 관련 시설: 
Delvena Women’s Refuge (델비나 여성 피난처) 9428 4929 NSW Department of Housing Ryde Office 

(NSW 주택부 라이드) 
9809 8444 

Erin’s Place Refuge (에린의 집 피난처) 9888 9099 NSW Department of Housing Dee Why Office  
(NSW 주택부 디와이) 

9971 3600 

Manly/Warringah Women’s Resource Centre 
(맨리/워링가 여성 지원 센터) 

9971 4499 Garrigal Community Housing Association Ltd 
(가리걸 지역사회 주택 지원 센터) 

9477 1105 

Northside Women’s Services  
(노스사이드 여성 지원 서비스) 긴급 피난처 및  
중기 숙박시설 제공, 사회복지 지원 서비스 제공 

9411 7728 Ryde Hunters Hill Community Housing Cooperative Ltd  
(라이드/헌터스 힐 지역사회 주택 지원 센터) 
Centacare Family Support/Short Term Accommodation 
(센터케어 가족지원 및 단기 숙박 지원부) 

9808 3543 
 
9488 2400 

주택 임대 지원 서비스  Lower North Shore Community Housing 
(로어 노스 쇼어 지역사회 주택 지원 센터) 

9439 1399 

Northern Area Tenants Services 
(노던 에리어 주택임대 지원 서비스) 
주택 임대 관련 법률 자문 제공 

9884 9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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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상담 및 지원 기관 
24시간 지원 및 자문 전화 

Domestic Violence Crisis Line (가정폭력 위기 전화)     1800 65 64 63  
NSW Rape Crisis (NSW 성폭력 위기 센터)                  1800 42 40 17 
NSW Victims of Crime - Victims Support Line (NSW 범죄 피해자 지원 전화)       1800 63 30 63  

Lifeline Counselling (생명의 전화 상담서비스)                        13 11 14  
North Sydney Sexual Assault Service 
(노스 시드니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서비스) 

9926 7580 
 

Ryde Hospital / Social Work Department                  
(라이드 병원/사회복지부)  

9874 0199 
 

Northside Women’s Services                    
(노스사이드 여성 지원 서비스)  

9411 7728 Ryde Community Mental Health Services                 
(라이드 지역사회 정신보건 서비스) 

9858 7777 
 

Ryde Family Support Service                    
(라이드 가정 지원 서비스)                 

9334 0111 Ryde Drug & Alcohol Service                                    
(라이드 약물 및 알코올 문제 지원 서비스) 

9858 7776 
 

Centacare Family Services  
(센터케어 가정 지원 서비스) 
- Waitara                       
- Naremburn   
- Brook Vale 

 
9488 2400 
8425 8700 
8968 5100 

Ku ring gai Family Support Program                          
(쿠링 가이 가정 지원 서비스) 

9988 4966 
 

Manly Drug Education & Counselling Centre (MDECC) 
(맨리 약물 문제 교육 및 상담 센터) 

9977 0711 

Relationships Australia NSW Inc              
(NSW 파트너 및 가족 관계 상담 서비스)                 

9418 8800 National Association for Loss & Grief (NALAG) 
(상실과 비애를 위한 전국협회) 

9926 6928 

Manly Community Centre Inc                    
(맨리 지역 센터)                

9977 1066 Perspective Counselling 
(새로운 시각 상담 서비스) 

9482 5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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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및 복지 지원 기관 
센터링크   사회 복지사(Social Worker)를 연결해달라고 하십시오. 
센터링크 정보, 방문예약, 운영시간 안내 131 021 다국어 정보제공 전화 131 202 

지역별 위치: 
 
 

 

복지 지원 기관 
Lower North Shore Upper North Shore Ryde/Hunters Hill Northern Beaches 
Crows Nest Centre  9439 5122 
(크로우즈 네스트 센터) 
The Salvation Army (구세군) 
Chatswood                9419 8695 
St Vincent de Paul  
(세인트 빈센트 드 폴) 
Chatswood                9419 4236 

The Salvation Army (구세군) 
Hornsby                     9477 1973 
St Vincent de Paul 
(세인트 빈센트 드 폴) 
Hornsby                     9477 5022 
Lifeline (생명의 전화) 
Harbour to Hawkesbury                                  
                          9498 8805 
 

Gladesville Community Aid 
(글레이즈빌 지역사회 지원 센터) 

9817 0101 
North Ryde Community Aid  
(노스 라이드 지역사회 지원 센터) 

9888 3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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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및 복지 지원 기관 
센터링크   사회 복지사(Social Worker)를 연결해달라고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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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학대 
노인 학대는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관계에서 발생하여노인에게 고통과 피해를 가져옵니다. 
노인학대의 가해자는 가족구성원, 친구, 이웃, 간병인 혹은 그 밖에 피해자와 친밀하게 지내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노인학대의 유형에는 심리적, 금전적, 신체적, 성적 학대와 방임이 포함됩니다.  
이와 같은 노인 학대는 피해자의 가정, 병원, 간호시설 및 요양원 등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Aged Care Assessment Teams (ACAT) 
(노인 복지 평가팀) 
Hornsby                                         9477 9525 
Northern Beaches                         9998 0356 
Ryde                                              9858 7888 
North Shore                                   9926 8705 

Guardianship Tribunal NSW 
(NSW 후견인제도 위원회) 
안내 전화                              1800 463 928  
www.gt.nsw.gov.au         
 

Council on the Ageing (NSW) 
(NSW 노인복지 위원회) 
안내 전화                                     9286 3860 
www.cotansw.com.au  

People with Disabilities  
(장애인 지원 서비스) 
안내 전화                                   1800 422 015  
www.pwd.org.au                           9370 3100 

Alzheimer’s Association (NSW Branch) 
(치매 연합 NSW지사) 
안내 전화                                   9805 0100 
치매 상담 전화                       1800 100 500 
www.alzheimers.org.au  

NSW Department of Ageing, Disability & 
Home Care (DADHC)  
(NSW 노인 장애 및 재가 복지부) 
안내 전화                                     8270 2000 
www.dadhc.nsw.gov.au   

The Aged- Care Rights Service (TARS) 
(노인 복지 센터) 
안내 전화                                    9281 3600  
www.tars.com.au/lin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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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아동 
폭력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폭력이 정상적인 행동이라고 믿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들은 어른이 되어서 폭력적인 사람이 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학대를 받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들에 대한 문제를 아래 기관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DoCs Helpline (아동복지부 상담전화) 
132 111 (free call) 
24 hours state-wide 
DoCs provides a range of services which provide 
information, advice & referrals 

Kids Helpline (아동·청소년 상담전화) 
1800 551 800 (24시간 주(州) 내 무료전화) 
www.kidhelpline.com.au   
아동문제 상담전화는 5-18세 아동 및 청소년을 주요대상으로 전화와 
온라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며, 상담은 익명으로 이루어지고 상담내용 
또한 기밀로 유지됩니다.  

Northern Sydney Child Protection Services 
9926 6060 
월-금: 8:30am-5pm 
 

Child Abuse Prevention Line (아동학대 예방 전화) 
1800 688 009 
9716 8000 
24시간 
www.childabuseprevention.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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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지원 기관 
 
청소년들 또한 부모님 혹은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목격함으로써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기관에서 
정보 및 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Legal Aid Hotline for Under 18’s 
(18세 미만 법률구조 전화) 

                                1800 101 810 
월-금:오전9시-밤12시  
토,일: 24시간 운영 

Clifton Adolescent & Family Solutions 
(CAFS)                                                9482 1366 
(클리프턴 청소년 및 가족 지원 서비스)                            
Hornsby & Ryde Local Area‟s  
Free counselling service  

Manly Council Youth Services- 
Adolescent Family Counsellor 
(맨리 시의회 청소년 지원부) 
                                    9977 5599 

Youth Line (Lifeline)       13 11 14 
(청소년 생명의 전화) 
24시간 무료전화 

Youth Accommodation Association 
(청소년 보호시설 연합) 
www.yaa.com.au                         9698 5833 

The Burdekin Association        
(버드킨 협회) 
www.burdekin.org.au      8976 1777 

Kids Help Line (아동·청소년 상담전화) 
24시간 운영                  1800 551 800 
www.kidshelp.com.au   

Northern Sydney Youth Support 
Service (노던 시드니 청소년 지원부) 
                                                  9809 7850 

Taldumande Youth Services                                      
 (탈두만디 청소년 지원 서비스)                                  
9953 1765 

Hornsby Shire Council – 
Youth Services Team     9847 6536  
(혼스비 샤이어 의회-청소년 지원팀) 
 

Epping Youth Development Group  
“The Shack”                                 9876 3543 
(“오두막” 에핑 청소년 개발 센터) 

Phoenix House Youth Services  
(피닉스 하우스 청소년 지원 센터)                   
                                    9437 0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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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민·토레스 해협 주민 지원 기관 
정보제공, 관련시설 소개, 의료 및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기관 연락처입니다. 

Wirringa Baiya Aboriginal Women’s Legal Centre 
(위링가 바이야 원주민 여성 법률 지원 센터) 

1800 686 587  Aboriginal Medical Service (AMS) 
(원주민 의료 서비스) 

9319 5823 

Indigenous Women’s Legal Contact Line 
(원주민 여성 법률 지원 전화) 
www.womenslegalnsw.asn.au 

1800 639 784  Mudgin-Gai Aboriginal Corporation 
(머드긴 가이 원주민 지원 센터) 

9319 2613 

 

장애인 여성 지원 기관 
People with Disability  
(장애인 지원 서비스) 
www.pwd.org.au  

1800 422 015 Disability Discrimination Legal Centre 
(장애인 차별 법률 센터) 
www.ddlcnsw.org.au  

1800 800 708 

Intellectual Disability Rights Service 
(지적장애인 법률 지원 서비스) 
www.idrs.org.au  

9318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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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파트너 간 가정폭력 지원 기관 
동성파트너 사이에서도 가정폭력은 발생합니다.  

다음은 동성파트너 간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해 자문 및 관련시설 소개를 제공하는 기관 연락처입니다.  

 
Inner City Legal Centre (ICLC) 
Lesbian & Gay Legal Rights Service             9332 1966 
(빈민가 법률 지원 센터 동성애 법률 지원팀) 
동성애 법률 지원팀 운영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 4시부터 (방문예약 필수) 
www.iclc.org.au  
 
Twenty 10 – GLBT Youth Support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지원 서비스) 
                                                                       1800 652 010 
www.twenty10.org.au                                         8595 9555 
 
 

ACON’s Lesbian & Gay Anti Violence Project 
(NSW 에이즈 협회 레즈비언·게이 비폭력 프로젝트팀)                                             
무료전화                                               1800 063 060 
메트로                                                   9206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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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을 위해 여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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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파트너 간 가정폭력 지원 기관 
동성파트너 사이에서도 가정폭력은 발생합니다.  

다음은 동성파트너 간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해 자문 및 관련시설 소개를 제공하는 기관 연락처입니다.  

 
Inner City Legal Centre (ICLC) 
Lesbian & Gay Legal Rights Service             9332 1966 
(빈민가 법률 지원 센터 동성애 법률 지원팀) 
동성애 법률 지원팀 운영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 4시부터 (방문예약 필수) 
www.iclc.org.au  
 
Twenty 10 – GLBT Youth Support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지원 서비스) 
                                                                       1800 652 010 
www.twenty10.org.au                                         8595 9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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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폭력 관련 기관 
가족·혈연관계 등 개인적 친분이 있는 십대 청소년과의 폭력문제는 다음의 기관에서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부 기관에서는 무료로 개인 
및 가족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실질적 지원을 제공하며, 가족관계를 저해하는 문제를 안고 있는 청소년과 가족들을 위한 그룹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Clifton Adolescent & Family Solutions (CAFS) (클리프턴 청소년 및 가족 지원 서비스)                            
www.missionaustralia.com.au  
청소년과 가족들을 위한 무료 상담 서비스 및 지원 제공 

9482 1366 

Hornsby Adolescent Youth Health Service (혼스비 청소년 상담 서비스)                          9477 9143 

Ryde Child, Adolescent & Family Health Service (라이드 아동, 청소년 및 가족 상담 서비스)                            9448 6877 

The Burdekin Association (버드킨 협회)                            
www.burdekin.org.au  

8976 1777 

Manly Drug Education & Counselling Centre (MDECC) (맨리 약물 문제 교육 및 상담 센터) 
www.mdecc.org.au  

9977 0711 

RAPS, Relationships Australia (청소년과 부모 관계 상담서비스) 98 901500 

Manly Council Youth Service (맨리 시의회 청소년 지원부) 9977 5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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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및 약물 문제 지원 기관 
   

   
- 음주 및 약물 문제를 안고 있는 청소년 혹은 그러한 문제를 가진 부모와 함께 사는 청소년 

   
- 음주 및 약물문제가 있는 학대를 가하는 아동 혹은 성인과 함께 사는 부모 및 가정 

 
다음 기관들은 소개 없이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방문 시 전화로 예약하셔야 합니다.  
 
Manly Drug Education & 
Counselling Centre (MDECC) 
(맨리 약물 문제 교육 및 상담 센터) 
                                 9977 0711
       www.mdecc.org.au  
 

Hornsby Drug & Alcohol Service 
(혼스비 약물 및 알코올 문제 지원 센터) 
                                          9477 9567 
 
Northern Beaches Drug & Alcohol 
Services  
(노던 비치 약물 및 알코올 문제 지원 센터) 
Manly                                9466 2502 
Mona Vale                          998 0360 
 

Herbert Street Clinic 
(허버트 스트리트 클리닉) 
                                         9906 7083 
해독, 재활, 메타돈 치료 및 상담  
 
Ryde Drug & Alcohol Service 
(라이드 약물 및 알코올 문제 지원 센터) 
                                         9858 7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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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및 약물 문제 지원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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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가해자 지원 기관 
부부나 연인처럼 사적인 관계는 서로 격려하고 감싸주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만일 어느 한 쪽이 상대방보다 우위에 들려 하고, 
지배하려 들고, 위협, 조종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두 사람 사이에 대화가 단절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살 수 없게 됩니다. 아주 
가끔이라도 파트너를 두려워할 때가 있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 파트너와 얘기할 수 없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파트너와 함께 혹은 
혼자 전문 상담사와 상담하시어 남자가 폭력에 대해 책임을 지는 방법에 대해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및 정보제공 보호시설 
 

Relationships Australia (NSW)                         9418 8800 
(NSW 파트너 및 가족 관계 상담 서비스) 
남성 대상 프로그램, 개인 및 가족 상담, 노던 시드니 위치  

 

Homeless Persons Information Centre        1800 234 566 
(노숙자 정보 센터) 

Mission Australia Centre (미션 호주 센터)            9356 0600 
 

Lifecare (라이프 케어) 남성 대상 프로그램              9708 2112 Edward Eagar Lodge                                           9361 0981 
(에드워드 이거의 집) 

Men’s Line (남성 지원 상담 전화)                        1300 789 978 
(24시간 무료전화)        
가족 및 연인관계 문제를 가진 남성들을 위한 정보 및 관련기관 소개 
서비스 제공 

Foster House                                                        9212 1065 
(포스터 하우스) 

재정 지원 

관련 기관 정보, 방문예약, 운영시간 안내 전화                   131 021 

다문화 정보제공 전화                                                         131 202 

 

No to Violence 남성대상 관련기관 소개              1800 065 973 
www.ntv.net.au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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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문화·언어권 여성 지원 기관(CALD) 
통역사가 필요하시면, 111333   111444   555000   번으로 연락하시어 아래 기관으로 연결해달라고 해주십시오.  
 

Domestic Violence Crisis Line (가정폭력 위기 전화) 1800 65 64 63 
Immigrant Women’s Speakout 
(이민자 여성의 소리) www.speakout.org.au  

9635 8022 이민 법률 상담 센터 9262 3833 
라이드 가정 지원 서비스 (한국어 상담 가능)  9334 0111 

NSW 경찰– 다문화 지역사회 연락관 (Multicultural 
Community Liaison Officer; MCLO) 
Chatswood - MCLO 
Hornsby -  MCLO  
Eastwood - MCLO 
Dee Why - MCLO 

 
 
9414 8510 
9476 9715 
9858 9219 
9971 3399 

중국계 호주인 연합 
NSW주 협회 (ACCA) 

9281 1377 
 

무슬림 여성 연합 9750 6916 

기독교 지역사회 구조단 9858 3222                                        
시드니 다문화 사회 지원 센터 
www.sydneymcs.org.au  

9663 3922 

Transcultural Family Services Centacare  
(다문화 가정 지원 센터) 중국어, 베트남어 상담 가능 

9310 1322 First Light Care- (퍼스트 라이트 케어) 
중국어 상담 가능 

9211 9988 

Transcultural Mental Health Centre 
(다문화 정신보건 센터) www.tmhc.nsw.gov.au  

1800 648 911 시드니 한국 여성 복지 센터 (SKWWC) 9888 34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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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가정 지원 센터) 중국어, 베트남어 상담 가능 

9310 1322 First Light Care- (퍼스트 라이트 케어) 
중국어 상담 가능 

9211 9988 

Transcultural Mental Health Centre 
(다문화 정신보건 센터) www.tmhc.nsw.gov.au  

1800 648 911 시드니 한국 여성 복지 센터 (SKWWC) 9888 3442 

폭폭폭력력력은은은    모모모든든든    문문문화화화권권권    내내내에에에서서서    일일일어어어나나나는는는    일일일입입입니니니다다다 ...    출출출신신신    문문문화화화권권권이이이나나나    종종종교교교는는는    폭폭폭력력력의의의    정정정당당당한한한    이이이유유유나나나    핑핑핑계계계가가가    될될될    수수수    
없없없습습습니니니다다다 ...

H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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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 권리 
 

뉴사우스웨일즈 주에서 채택한 피해자 권리헌장에는 다음과 같은 가정폭력 피해자 권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존중과 관대한 대우를 받을 권리 ➟대부분의 경우, 주거지 주소와 전화번호를 비공개 상태로 유지할 권리 

➟  경찰, 검찰, 법원 경관,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기관으로부터 구제책에 대한 

정보를 얻을 권리 
➟피해자 혹은 피해자 가족의 보호 차원에서 계획된 보석조건에 대해 알 권리 

➟  의료 및 상담 서비스, 사회·의료 복지 및 법률 지원을 받을 권리  ➟법원에서 지시하지 않는 이상 예비심리에 출석하지 않을 권리 

➟  기소/불기소 통보를 받을 권리, 불기소에 대한 이유를 알 권리  ➟성폭행 혹은 기타 폭력 사건의 경우, 검사로 하여금 피해자가 받은 피해에 

대해 상세히 법원에 알리도록 요구할 권리 

➟  고소 취하에 대해 통보 받을 권리 ➟재판이 끝날 때까지 보호요청에 따라 보호받을 권리  

➟  재판기간 중 가정폭력 가해자(피고)로부터 불필요한 연락을 피할 권리 ➟가해자(피고)의 석방이 임박했거나 탈옥한 사실을 통보할 것을 요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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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말씀 
 

로어 노스 쇼어 가정폭력 네트워크는 윌러비 시의회의 본 책자의 제작 및 발간을 위한 재정적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라이드 
시의회에서 이 책자를 재 발간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시의회의 폭력문제에 대한 기여와 
공헌은 사회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희가 개정한 본 책자의 원본 제작에 노스 쇼어의 첫 가정폭력 연락관이신 콘스터블 브리오디 애봇 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경찰과 지역사회에 모두 적합할 수 있게 본 책자를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되어 주셨습니다. 
 

또한, 시드니 시의회에서 도표자료의 사용을 허가해주신 점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덧붙여, 라이드 헌터스 힐 가정폭력 
네트워크, 센트럴 코스트 가정폭력 위원회, 헌터 가정폭력 법원 지원계획팀에 본 안내책자에 활용된 자료를 제공해 주신 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노스사이드 여성 지원 서비스의 에이미 엠 데이비드 님과, 전 노던 시드니 지역 여성폭력 방지 담당관, 제니 헉슬리 님께 
지역사회에 더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할 수 있게 도와주신 시간과 기여, 공헌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안내책자 제작 팀원 여러분의 노고와 지속적인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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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를 위한 안내책자 
윌러비 시의회 후원 

 

 
 
 

        로어 노스 쇼어 가정폭력 네트워크 제작 

HEA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