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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ying for a Personal Protection Order or Family Violence Order in the ACT 
Transcript of Video 

ACT 에서 개인보호명령 또는 가정폭력명령 신청하기 

비디오 대본 

 
Applying for a Personal Protection Order or Family Violence Order in the ACT 

Transcript of Video 
 

Translation into Korean  
 
 

This video will explain the process for applying for a personal protection order or family violence 
order in the ACT. 

이 비디오는 ACT 에서 개인보호명령 또는 가정폭력명령 시청을 위한 절차를 설명합니다. 

If you are experiencing violence, you can apply to the ACT Magistrates Court, the ACT Magistrates 
Court, for a court order.  A court order puts conditions on another person, like having to stay away 
from you or not contacting you. 

귀하께서 폭력을 당하고있다면,  ACT 치안법원(ACT Magistrates Court)에 법원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If you are granted an order and it is served by the police on the other party, any breach of the 
order can be reported to the police because it may be a criminal offence. 

명령을 승인받고 그 명령이 경찰에 의해서 다른 쪽 당사자에게 송달되면, 어떤 식으로든 

해당 명령을 위반하는 것은 범죄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To apply, you need to fill in an application form and lodge it ‘in person’ at the ACT Magistrates 
Court.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양식을 기입해서 ‘직접’ ACT 치안법원에 접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The forms are available from the Court enquiry counter or the ACT Magistrates Court website  
www.courts.act.gov.au/protection  

신청양식은 법원 문의 카운터 또는 ACT 치안법원 

웹사이트 www.courts.act.gov.au/protection 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Assistance with the forms is available from the Domestic Violence Crisis Service, DVCS, or from 
Legal Aid, which both have offices within the Court building. 

신청양식을 작성하는데 도움이 필요한 경우, 가정폭력위기서비스(DVCS) 또는 Legal 

Aid 에 연락하시면 되는데, 두 기관의 사무소 모두 법원 건물 안에 있습니다. 

Telephone interpreters can also be made available for persons who do not speak English. 

영어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분을 위해서 전화통역서비스가 또한 마련될 수 있습니다. 

When coming to Court, you will be required to go through security and take a numbered ticket. Our 
counter staff will assist you when your number is called. 

법원에 오실 때, 보안대를 통과하여 번호표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귀하의 번호가 

불려지면, 저희 카운터 직원이 안내해드릴 것입니다. 

You can come to the Court alone or with family members, support persons or a lawyer. If you 
believe your matter is urgent, please advise the counter staff.   

혼자 또는 가족 및 지지자나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오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안이 

http://www.courts.act.gov.au/protection
http://www.courts.act.gov.au/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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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하다고 생각한다면, 카운터 직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The Court enquiry counter is open from 9am and it is advised you arrive early.  

법원 문의 카운터는 오전 9 시부터 열며, 일찍 도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If you need immediate protection from violence, you can indicate on the application form that you 
want to apply for an interim order.  

귀하께서 폭력으로부터 즉각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면, 신청서에 임시명령 신청을 원하다고 

표시하십시오. 

An interim order is a temporary order, put in place until a final decision can be made by the court.   

임시명령은 잠정적인 명령이며 법원이 최종명령을 내릴 수 있을 때까지 유지됩니다. 

If you apply for an interim order, a Deputy Registrar will listen to you in Court, and make a decision 
whether to grant an interim order or not.   

임시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부등록관이 법원에서 귀하의 진술을 듣고 임시명령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In Court, you will need to take an oath or affirmation that what you are saying is true. You will 
need to tell the court, what the other person did that made you fear for your safety (this is known 
as ‘giving evidence’).   

법원에서, 귀하는 귀하의 진술이 사실이라는 선서 또는 확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귀하는 법원에 다른 쪽 당사자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본인의 안전이 우려가 되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이를 ‘거증’이라고 합니다). 

The Deputy Registrar will ask you a series of questions about, why you are afraid, personal 
circumstances and living arrangements.  A telephone interpreter is made available for persons who 
do not speak English. 

부등록관이 귀하에게 안전이 걱정되는 이유, 개인적 상황 및 거주상태에 관한 일련의 

질문을 할 것입니다. 영어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분을 위하여 전화통역서비스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The court only makes an interim order if there is an immediate need for it. 

법원은 임시명령에 대한 즉각적인 필요가 있을 때에만 임시명령을 승인합니다.  

If an interim order is granted, it will only take effect when the Police give a copy, or ‘serve’ the 
order’ on the other party, who is known as the ‘respondent’. 

임시명령이 승인되면, 경찰이 임시명령 사본을 다른 쪽 당사자, 즉 ‘피신청인’에게 주거나 

또는 ‘송달’한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If you wish to apply for an interim order, it is best you lodge your documents before 11.30 am so 
you can be heard by a Deputy Registrar on the same day. 

임시명령 신청을 원하시면, 부등록관이 당일 귀하의 진술을 심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오전 11 시 30 분 이전에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If your application is lodged after 11.30am, the court will decide if the circumstances are urgent 
enough for the interim order to be heard in court that day, or the next normal working day.  

귀하의 신청서가 오전 11 시 30 분 이후에 접수되면, 법원은 귀하의 상황이 임시명령을 

위해 당일 법원에서 심리해야할 만큼 충분히 시급한지 그렇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다음 

평일에 심리가 가능한지 판단할 것입니다. 

If you are applying for an interim order, you will have to wait for your matter to be heard in court. 
The timeframe is dependent upon the number of applications and how long each takes to h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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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귀하께서는 귀하의 사안이 법원에서 심리될 때까지 

기다려야합니다. 소요시간은 신청 수와 각 신청 사안을 심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에 

달려있습니다. 

Please make sure you taken this into account when organising things like parking or childcare. 

주차 또는 탁아와 같은 것을 계획할 때 반드시 이 점을 고려하도록 하십시오. 

All applicants will be given a notice advising when you have to come back to court for a court 
conference. 

모든 신청자들은 법원 진술심리를 위해 법원에 언제 다시 참석해야하는지를 알리는 

통보서를 받습니다. 

The conference process is explained in the next video. 

진술심리 절차는 다음 비디오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Every situation is different, and what happens may not occur exactly as shown in the video.   

절차 상 상황은 모두 다르며, 비디오에서 보여지는 일이 그대로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If you are in a life threatening situation or immediate danger call 000. 

귀하가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 또는 직접적인 위험에 처해 있다면, 000 번으로 

전화하십시오. 

There are also organisations which may be able to assist you. 

또한 귀하를 지원할 수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For further information please visit the ACT Magistrates Court website or contact the Protection 
Unit in the Court Registry. 

추가 정보를 원하시면, ACT 치안법원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법원등기소 내의 

보호유닛으로 연락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