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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지원전화  
(Domestic Violence Line)  1800 656 463

NSW주 성폭행 위기 센터   
(NSW Rape Crisis Centre) 1800 424 017

아동 보호 지원 전화  
(FACS Child Protection Helpline) 13 21 11

여성을 위한 법률 서비스 NSW 
(Women’s Legal Services NSW)  
시드니 (02) 9749 5533 
시드니 외곽 지역 1800 801 501

가정폭력 변호 서비스  
(Domestic Violence Advocacy Service)  
시드니  (02) 8745 6999 
시드니 외곽 지역 1800 810 784

이주 여성의 목소리   
(Immigrant Women’s  
Speakout) (02) 9635 8022

어린이 지원 전화  
(Kids Helpline)  1800 551 800

Centrelink 재정 지원  
(Financial Assistance Centrelink) 13 61 50

항상 당신의 안전을 생각하십시오.

퇴거 명령 (exclusion order)이란?
퇴거 명령은 가정 폭력으로 인한 접근 금지 명령 (ADVO)의 
일부로서 피해자가 집에 남고 가해자로 하여금 퇴거토록 
명령하는 법적 조치입니다.  
퇴거 명령은 ADVO 내에서 신청할 수 있는 조건들 중 
하나로서, 가해자가 보호대상자의 집에서 기거하는 것을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퇴거 명령이 내게 도움이 되는가? 

퇴거 명령을 신청하기 전에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할 
질문들이 있습니다. 
1.  집에 머무르면 안전하다고 느끼고, 실제로 

그러합니까? 
2.  사는 곳을 배우자가 알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3.  자신이 집에 머물고 가해자가 떠나길 원하십니까?
4.  자녀가 자신과 함께 집에 머무는 것이 더 나은 

선택입니까?

5.  주택 비용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퇴거 명령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ADVO 신청 시 퇴거 명령 요청을 하면 치안 판사가 퇴거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ADVO 신청 시 퇴거 명령 요청을 할 것인지에 대해 변호사나 
법정 지원 봉사자, 또는 경찰관과 꼭 상의하십시오. 
폭력 사건이 발생한 후 경찰 측이 신청할 수 있는 가명령 
(Provisional Order)의 일부로 퇴거 명령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법원이 퇴거 명령을 내릴  
때 어떤 사항을 고려하는가?
퇴거 명령을 결정할 때 법원은 다음과 같은 여러 사안들을 
고려합니다. 
1. 퇴거 명령이 내려지지 않을 경우 해당 가정 내 

보호대상자와 자녀들에 대한 안전과 보호 문제  
2.  퇴거 명령 결정 여부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어려움.  

특히 보호대상자와 자녀들이 겪을 곤란.  
3.  모든 관련 당사자들의 숙박 문제. 특히 보호대상자와 

자녀들의 문제. 
4.  기타 관련 문제.
모든 퇴거 명령 위반 사항은 경찰에 반드시 
신고하십시오.

어디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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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번역 서비스 (TIS) 13 14 50

백색 전화번호부의 앞면에서 가까운 
경찰서나 지역 법원 연락 번호를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 폭력으로 인한 접근 금지 명령 
(ADVO: A p p r e h e n D e D  D O m e s t i c  V i O l e n c e  O r D e r )

가정폭력이  
없는 집에서 살고  
싶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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