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해야
하는가?
2017년 25일 이전에 발급된
DVO: 귀하는 DVO가 언제든지
선언되도록 선택하여 전국적
범위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
25일
2017년
11월

어떤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가 확실치 않거나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주
혹은 준주와 관련된 더 자세한
정보를 위해 www.ag.gov.au/ndvos
를 방문하시거나 해당 지역 법원에
연락하십시오.

전국집행
가정폭력 금지 명령

귀하는 호주의 어느 지역 법원에서든지
신청하여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명령이 발급된 주 혹은 준주의
법원일 필요는 없습니다.
호주의 다른 주 혹은 준주로 여행하거나
그곳에 머물려는 의도가 없을 경우
해당 명령이 선언되지 않도록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DVO가 발급된 주
혹은 준주에서 지속적인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2017년 25일 이후에 발급된
DVO: 귀하의 DVO 는 자동으로
전국적인 인식이 되며 귀하가
차후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국 가정폭력 금지 명령
제도 도입

25일
2017년
11월

한국어 / Korean
National Enforcement of
Domestic Violence Orders
www.ag.gov.au/ndvos

전국집행
가정폭력 금지 명령

피해자 보호

DVO 집행

전국 가정폭력 금지 명령 제도는 피해자 및
이들의 가족을 위한 보호를 강화합니다.

DVO의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범죄행위입니다.

귀하는 호주의 다른 주 혹은 준주에서 DVO를
더 이상 등록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DVO는 주 혹은 준주 경계로 더 이상 제한
받지 않습니다. 발급된 모든 DVO는 호주
전역에서 적용됩니다.

만일 귀하가 2017년 11월 25일 이전에 발급된
현행 DVO를 소지하고 있을 경우 법원에
신청함으로써 전국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배경
가족 및 가정폭력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피해자 안전은 아주 중요합니다.
신규 법률이 전국적으로 도입되어 가정 폭력
피해자 보호를 향상시키게 되었습니다.

호주 전역의 지역 법원은 발급된 장소에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인정된 DVO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주 혹은 준주에서는 DVO를 개입
명령, 가정폭력 금지 명령, 가정폭력
접근금지 명령 혹은 보호 명령이라 칭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 경찰은 해당 주 혹은 준주에서 발급된 모든
DVO의 조건을 발급된 장소에 상관없이 여전히
집행할 것입니다.
가정폭력의 피해자 및 영향을 받은 가족
구성원들을 보호하는 기존의 주 및 준주 법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가정폭력 금지 명령 (DVO) 이
발급되거나 등록된 주 혹은 준주에서만
적용되었습니다.
이제 그것이 변경되었습니다.
2017년 11월 25일에 전국 가정폭력 금지
명령 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2017년 11월 25
일부터 발급된 모든 DVO는 이제 자동적으로
전국에서 인정되며 집행가능합니다.

사라지는
주 및 준주

경계
이제 우리는 호주인들을 더 잘
보호할 수 있습니다

www.ag.gov.au/ndvo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