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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video explains the conference process following an application for a Personal Protection Order 
or Family Violence Order to the ACT Magistrates Court, the ACT Magistrates Court. 

이 비디오는 ACT 치안법원(ACT Magistrates Court)에 개인보호명령 및 가정폭력명령을 신청한 

후 이어지는 진술심리 절차에 대해 설명합니다. 

Following the lodgement of an application for a personal protection order or family violence order at 
the ACT Magistrates Court, 

ACT 치안법원에 개인보호명령 또는 가정폭력명령 신청이 접수가 된 후, 

the parties, both Applicant and Respondent, will be notified to attend Court at a certain date and 
time for a preliminary conference. 

 신청인과  피신청인 양 쪽 당사자는 예비심리를 위한 특정 날짜와 시간에 참석하라는 통보를 

받습니다. 

When coming to court, you are required to go through security, take a numbered ticket for the 
Protection Unit and advise the enquiry counter of your arrival.   

법원에 오실 때, 보안대를 통과하여 보호유닛을 위한 번호표를 받고, 문의 카운터에 귀하의 

도착을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The counter officer will advise you where to wait until you are called by a Deputy Registrar. 

카운터 직원이 부등록관이 귀하를 부를 때까지 어디에서 대기해야 하는지 안내해드릴 

것입니다. 

A preliminary conference is where parties meet with a Deputy Registrar to determine whether the 
parties can agree on an outcome. 

예비심리에서는 양쪽 당사자가 부등록관을 만나게되며, 부등록관이 양쪽 당사자가 결과에 

동의하는지 결정하게 됩니다. 

Each party is located in a separate room and the Deputy Registrar will move back and forth between 
the parties to see if an agreement can be reached. 

각 당사자는 다른 방에 있게되며, 부등록관이  양쪽 당사자에게  오고가면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확인하게됩니다. 

No evidence is required to be provided by the parties at the conference. 

이 심리에서는 어떤 증거도 제시될 필요가 없습니다. 

At the conference the parties may agree to Final Orders with agreed conditions. Orders are 
enforceable by the police. 

이 심리에서 양 쪽 당사자는 협의된 조건으로 최종명령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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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eed conditions might include things like whether you can contact the other party, attend their 
residence, come within a certain distance or to have contact to enable the handover of children. 

협의된 조건은 귀하가 상대방에게 연락할 수 있는지, 상대방의 주거지를 방문할 수 있는지, 

특정 거리 내에 들어올 수 있는지 또는 자녀를 인계할 수 있도록 연락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Another option is that the parties may agree to undertakings. Undertakings are a formal promise to 
the Court. If an undertaking is broken, police cannot enforce it.    

다른 선택 사항은 양 쪽 당사자가 공약에 동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약이란 법원에 

대한 공식적인 약속입니다. 공약이 깨지더라도 경찰이 그것을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However, a breach of undertakings may be taken into account if the matter comes back to court.   

그러나, 해당 사안이 법원으로 다시 돌아오는 경우, 공약 위반은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Parties can consent to a final order or undertakings on a 'without admissions' basis. This means the 
respondent agrees to the order or undertaking being made by the Court but does not admit or agree 
to matters that may be outlined in the application.  

양 쪽 당사자는 ‘무자인(無自認)’을 근거로 최종명령 또는 공약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이가 

뜻하는 바는 피신청인이 법원에 의해 내려진 명령 또는 공약에 동의하지만, 신청서에 

기술되어 있는 사안을 인정하거나 동의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Consenting on a without admissions basis to an order or undertaking means parties can avoid a 
court hearing before a Magistrate.  

무자인을 근거로 명령이나 공약에 동의하는 것은 양 쪽 당사자가 치안판사 앞에서의 법원 

심의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Respondents are advised to seek legal advice in relation to their personal circumstances before 
consenting to an order.  

피신청인은 명령에 동의하기 전에 개인적 상황과 관련하여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An order may affect the respondent when applying for various licences such as firearms licence or 
undergoing security checks. 

명령은 피신청자가 총기면허와 같이 다양한 면허를 신청하거나 보안 검사를 받을 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If a party does not attend Court to participate in the preliminary conference, the Court may make a 
decision about the application in their absence. 

한 쪽 당사자가 예비 심리에 참석하기 위하여 법원에 오지 않으면, 법원은 당사자의 참석 

없이,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If you have concerns about your safety whilst at Court, please advise the protection unit ahead of 
time so arrangements can be made. 

법원에 있는 동안 귀하의 안전이 걱정이 된다면,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미리 보호유닛에 알려주십시오. 

Before the conference you should think about what result you want and what you might agree to.   

심리 이전에 귀하가 원하는 결과가 무엇이며, 어떤 것에 동의할지에 대해 생각해두십시오. 

If the matter is not settled between the parties through the conference process, the application will 
be heard by a Magistrate at a later hearing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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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심리 절차를 통해 양 쪽 당사자의 사안이 해결되지 않으면, 해당 신청은 나중에 

정해지는 심의일에 치안판사 앞에서 심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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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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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