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팩트시트

현재상황
경제적학대는뉴사우스웨일즈이외의모든호주주와테리토리에서가정및가족폭력에관한법률로
정의되어있습니다.

이의미는, 경제적학대를호주대부분의지역에서는신체적, 성적, 심리적, 정서적학대와더불어포괄적인
가정또는가족폭력 (DFV, domestic or family violence) 유형과연결된일련의행동으로본다는것입니다. 

그러나, 법률상정의되어있다해도경제적학대가그자체로형사범죄행위가되는것은아닙니다. 아울러이
유형의학대행위가경찰이나변호사, 법원, 사회일반에잘인식되어있다는의미도아닙니다. 
타즈매니아만이유일하게경제적학대를범죄로규정하고있으나형사기소까지되는경우는매우드문
실정입니다.

경제적학대의일부형태인사기, 절도, 노예적노동착취등은그자체가독립범죄로서법위반행위입니다.

가정폭력관련명령과경제적학대
호주각주와테리토리에는가정폭력관련명령 (ADVO), 접근금지령, 폭력관련명령및금지령과같은
형태의가정폭력에관한명령등이존재합니다.

이런명령은피해생존자와그들의재산을보호하기위해마련된제도입니다. 이런명령에정확히어떤
조건이포함될수있는지는주와테리토리에따라다르며, 여건에따른특정조건이포함됩니다. 

가정폭력관련명령이은행계좌나기타자산형태로있는돈을보호하기위해쓰이는경우는거의
없습니다만, 귀하의안전과복지에도움이된다면이명령을요청할수도있습니다. 

보상
DFV (가정폭력)의범주에서는경제적학대피해생존자를위한보상의형식은거의없습니다. 

• 피해자보상 : 호주의각주와테리토리정부에는범죄피해자가상담을통해도움을받을수있도록
지원하는기관이있습니다. CWES 디렉터리의 '피해자지원 (Victim support)' 카테고리를검색하면해당
주나테리토리의담당기관을찾을수있습니다. 주에따라서는범죄행위가경찰에신고되고가해자가
유죄판결을받은경우에만본지원을받을수있습니다.

• 금융기관의고려: 가정폭력 (DFV)과경제적학대에대한은행및기타금융기관의인식이점점더
높아지고있습니다. 일부큰기관은 DFV 전문교육을받은고객서비스팀을갖추고있습니다. 경우에따라, 
충분한증거가확보된상황에서이팀은경제적학대로인해발생한부채의면제를권고하기도합니다. 
일부은행은피해생존자가재기할수있도록재정지원도제공할것입니다.

• 소송: 피해생존자는자신이겪은가정폭력의결과때문에빚어진손해에대해자신의파트너를상대로
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호주에서는이런소송이제기되는경우가거의없지만, 소송이제기되는가장
흔한경우는신체적상해의기록이있고가해자가유죄판결을받았을때입니다. 소송에서주요난제중의
하나는종종경제적학대의희생자가변호사를고용할돈이없다는것입니다. 또한, 가해자에게돈이많지
않다면무리해서고소해야할의미도없을것입니다.

가정법원은발생된가족폭력과경제적학대를계산해서별거로들어간파트너사이에서재산분할에대한
명령을내릴수있습니다. 

* 귀하의현재위치에적용되는법률상담을받으려면 CWES 디렉터리에서' 법률 (Legal)’ '카테고리를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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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말하는것

호주의다양한사법권의가정및가족폭력관련법률에대한다음발췌문들은, 경제적학대가가정폭력이나
형법의정의내에서경제적인학대또는행위로언급되는의미적요소에주목하고있습니다. 

호주수도 (ACT) 법

가족법령 1975 (연방법) 4AB

4AB 가족폭력의정의, 기타

(1) 이법의목적상, 가족폭력은가족구성원 ( 가족)을압박또는통제하거나가족
구성원을두려움에떨게만드는사람에의한폭행, 위협또는기타행위를의미합니다.

(2) 가정폭력을구성할수있는행위의예는다음과같습니다. (그러나이에만국한되지는
않음)

(g) 가족구성원이누릴수있었던재정적자율권을부당하게부인하는행위. 또는,

(h) 가족구성원의경제적지원이전적으로또는주로자신에게의존된상황에서
가족구성원또는그자녀의합리적인생활비를위해필요한재정지원을
불합리하게제공하지않는것.

가족법령 1975 (연방법) 4AB

가족폭력에관한법령 2016 (ACT) 8

(3) 본문의내용:

가족구성원에대한 "경제적학대"란, 한개인이가족구성원과의불균형한힘을기반으로
착취하는것을포함해서, 가족구성원을동의없이강압, 기만하거나부당하게통제하는
행위를의미합니다. 

(a)그런행위가없었다면가족구성원이누리고있었을재정적독립성또는통제권을
빼앗아가는방식. 또는,



뉴사우스웨일즈 (NSW)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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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가족구성원이나그자녀의생활비충당이자신의경제적지원에전적으로또는

주로의존된상황에서재정지원을제공하지않음

보기

1 가족구성원이정상적인생활비를충당하기위해돈에접근하는것을차단함

2 가족구성원에게자산의통제권이나소득을양도하도록요구함

3 가족구성원이직업을갖지못하도록막음

4 가족구성원이권리위임장, 대출, 보증인과같은법적문서에강제로서명하도록함

5 가족구성원이사회복지수당을강제로청구하도록함

범죄 (가정및개인폭력) 법 2007 (NSW) 4 

"개인폭력범죄"의의미

이법에서의미하는 "개인폭력범죄" ,

(a) 다음법조항에대한위반행위 19A, 24, 25, 26, 27, 28, 29, 30, 31, 33, 33A, 35, 35A, 37, 38, 39, 41, 
43, 43A, 44, 45, 45A, 46, 47, 48, 49, 58, 59, 61, 61B, 61C, 61D, 61E, 61I, 61J, 61JA, 61K, 61L, 61M, 61N, 
61O, 65A, 66A, 66B, 66C, 66D, 66EA, 73, 78A, 80A, 80D, 86, 87, 91P, 91Q, 91R, 93G, 93GA, 110, 195, 
196, 198, 199, 200, 562I ( 개정된범죄법 (폭력금지법)2006 )에의해대체되기이전시행된것과
동일) 혹은, 범죄법 1900(562ZG) . 또는, 

(b) 본법규제13조또는제14조에대한위반행위. 또는,

(b1) 법규 109, 111, 112, 113, 114, 115조, 또는 법죄법1900(308C) 에대한위반행위, 그러나적용
법규에언급된위중하고기소가능한위법행위, 또는기소가능한위법내용이위의 (a) 또는
(b)항에언급된위반인경우에만해당. 또는,

위 (a), (b), (b1)항에언급된위법행위를저지르려고시도하는위법행위

범죄법 1900 , 제 40번 (NSW)

3부 – 개인에대한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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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6 - 생명이나신체에위험을초래하는행위

44. 생활에필요한필수품을제공하지않음

4AD 부 – 범죄적파괴및훼손발생

분류 2 - 일반적으로재산에대한범죄

195. 재산파괴또는훼손

199. 재산을파괴, 훼손시키겠다고위협

200. 재산의파괴나훼손을목적으로폭발물및그밖의물품을소지하는등의행위

6부 - 컴퓨터범죄

308C. 중대하고기소가능한범죄를저지르려는의도로무단으로엑세스, 수정또는손상시킴

가정및가족폭력에관한법령 2017 (NT) 5

가정폭력이란 가족관계에있는사람에게다음행위중의하나에저지르는것입니다.

(a) 해를입히는행위

(a)항에관련한해를입히는행위의예

성적폭행및기타폭행

(b) 동물이다치거나죽는것을포함하는재산피해

(c) 겁박

(d) 스토킹

(e) 경제적학대

(f) (a)~(e)항에언급된행위를저지르려는시도나저지르겠다고협박하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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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및가족폭력에관한법령 2017 (NT) 8

경제적학대

한사람에대한 "경제적학대"에는다음과같은행위중하나 (또는이들행위의조합)가
포함됩니다.

(a) 그사람에게자산이나소득에대한통제권을포기하도록강압하는행위

(a)항에관련한강압적행위의예

그사람의신용카드를얻기위해협박적전술사용

(b) 동의없이재산을 (그사람의소유이거나공동소유이거나제삼자소유여부와
관계없이) 불합리하게처분해버리는행위

(c) 그사람이가정의지출문제, 또는공동재산처분에관한결정에참여하는것을
부당하게막는행위

(d) 그사람이나그자녀의생활에합리적으로필요한돈을주지않음.

가정및가족폭력보호법 2012 (Qld)  12

경제적학대의의미

경제적학대의의미는한사람 ( 갑)이다른사람 ( 을)의동의없이을을강압, 기만적이거나
부당하게통제하는다음과같은행위입니다.

(a) 을이누릴수있었던경제적또는재정적자율성을갑이부정하는방식의행위. 또는,

(b) 을또는자녀가생활비를갑의재정지원에전적으로또는대부분의존하는경우에, 갑이을
또는자녀에게합리적으로필요한생활비를재정지원해주지않거나안하겠다고위협하는행위

보기

• 한사람에대해자산이나소득에대한통제권을포기하도록강압하는행위

• 한사람에대해동의없이그재산을빼앗거나또는보관하는행위. 혹은, 그렇게하겠다고
협박하는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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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소유이거나공동으로소유한재산을그사람의의사에반하여정당한사유없이처분하는
행위

• 정상적인생활비충당을위해공동금융자산을사용하는것을정당한사유없이막음

• 취업활동이나직업유지를막음

• 한사람에대해사회복지수당을청구하도록강요하는행위

• 한사람에대해그사람의재정을제삼자가관리하도록하는권리위임장에서명하도록
강요하는행위

• 한사람에대해상품이나서비스구매계약에서명하도록강요하는행위

• 한사람에대해금융, 대출또는신용제공계약서에서명하도록강요하는행위

• 한사람에대해보증인계약서에서명하도록강요하는행위

• 한사람에대해사업의설립또는운영에대한법적문서에서명하도록강요하는행위

남호주 (SA) 법

접근금지령 (학대예방) 법 2009 (SA) s 8

8 학대의의미—가정과비가정적상황에서

(5) 재정적, 사회적또는개인적자율성에대한부당하고동의를얻지않은거부 — 보기:

(2)(c)항에국한되지않고, 금전적이거나사회적인또는개인적인자율권을부정하는, 
부당하고합의되지않은개인에대한학대행위는다음중의어느하나로구성될수
있습니다.

(a) 학대행위가없었다면그사람이누릴수있었던재정적자율성을부정하는행위

(b) 그사람이생활비를재정지원에의존하고있는상황에서그사람(또는그사람과같이
생활하거나의지하는사람)의합리적인생활비충당에필요한재정적지원을주지않는
행위

정상적인생활비충당을위해그사람이공동금융자산을사용하는것을정당한사유없이
막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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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그사람의취업활동이나직업유지를막음

(e) 그사람에게강압이나속임수로다음의결과를초래하려고시도

(i) 자산이나소득에대한통제권을포기하게함

(ii) 사회복지지원금을청구하게함. 또는,

(iii) 그사람의재정에대한권리위임장에서명하게함으로써

제삼자가관리하게함. 또는,

(iv) 상품이나서비스구매계약에서명하게함. 또는,

(v) 재정양도계약서에서명하게함. 또는,

(vi) 보증인계약서에서명하게함

(vii) 사업의설립또는운영에대한법적문서에

서명하게함

(f) 승낙받지않고, 그사람이자신의소유권이나소유물을이용하고향유하는것을
제거하거나갈취함.

(g)그사람의소유이거나공동으로소유한재산을그사람의의사에반하여정당한사유
없이처분하는행위

(h) 그사람에대해, 가족이나친구또는문화집단과의연락이나관계유지를막고, 
문화적또는종교적의식이나전통에참여하는것을못하게하며, 그사람이자신의
문화적정체성을표현하는것을차단함. 

(i) 그사람의일상생활에대해부당한정도의통제와지배를행사함

(6) 피고가한개인의금전적, 사회적, 개인적자율성을부인하기위해서, 또는정서적, 심리적인
해를입히기위해학대행위를하거나그렇게하겠다고위협하는경우, 피고는그사람에대해
학대행위를저지른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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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즈매니아 (Tas) 법

팩트시트

경제적학대와법률

가족폭력에관한법령 2004 (Tas)  7 

7. 가족폭력

이법에서는 –

가족폭력의의미 –

(a) 개인이직.간접적으로배우자또는파트너에대해저지른다음유형의행위가모두
포함됩니다.

(i) 성폭행을포함하는폭력행위

(ii) 위협, 강압, 협박, 겁박, 또는언어폭력

(iii) 납치

(iv) 형법 192 조에 내포된의미에부합하게스토킹하고괴롭힘

(v) (i) , (ii) , (iii) , (iv) 에언급된행위를하려하거나하겠다고협박하는행위. 
혹은,

(b) 다음중의하나

(i) 경제적학대

(ii) 정서적학대, 또는겁박

(iii) 외부가정폭력금지령 (FVO), 임시 FVO, FVO, PFVO에대한위반행위. 또는,

(c) 한개인에의해직간접적으로초래된재산상의모든손상

(i) 그사람과그배우자또는파트너의공동소유물. 또는,

(ii) 그사람의배우자나파트너의소유물. 또는,

(iii) 관련된어린이의소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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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시트

경제적학대와법률
가족폭력에관한법령 2004 (Tas) 8 

경제적학대

개인은자신의배우자나파트너를부당하게통제, 겁박하거나, 자신의배우자나파트너에게
정신적피해, 불안, 두려움을주려는의도를가지고다음중하나이상에해당되는행위를
시도해선안됩니다.

(a) 그배우자나파트너에게자산이나소득에대한통제권을포기하도록강압하는행위

(b) 다음의재산처분을

(i) 그사람과그배우자또는파트너의공동소유물. 또는,

(ii) 그배우자나파트너의소유물. 또는, 

(iii) 관련된어린이의소유물

배우자나파트너, 또는관련된어린이의동의없이할수없습니다.

(c) 배우자나파트너가가정의지출문제, 또는공동재산처분에관한결정에참여하는
것을막는행위

(d) 배우자나파트너가정상적인생활비지출을위해공동금융자산에접근하는것을
차단하는행위

(e) 배우자나파트너또는관련되는어린이의생활을위해합리적으로필요한재정
지원을해주지않거나해주지않겠다고협박하는행위

빅토리아 (Vic) 법

가족폭력보호법 2008 (Vic) 6 

경제적학대의의미

이법의목적상, 경제적학대란한사람 (갑)이다른사람 (을)의동의없이을을강압, 기만적이거나
부당하게통제하는다음과같은행위입니다.

(a) 을이누릴수있었던경제적또는재정적자율성을갑이부정하는방식의행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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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시트

경제적학대와법률

서호주 (WA) 법

(b) 을이생활비를갑의재정지원에전적으로또는대부분의존하는경우에, 갑이을또는
을의자녀의합리적으로필요한생활비를재정적지원을해주지않거나안하겠다고
위협하는행위

보기

•     한사람에대해자산이나소득에대한통제권을포기하도록강압하는행위

•     가족구성원의재산을승낙도받지않고없애거나갈취, 또는그렇게하겠다고협박하는
행위

•     개인소유이거나공동으로소유한재산을그사람의의사에반하여정당한사유없이
처분하는행위

•     정상적인생활비충당을위해공동금융자산을사용하는것을정당한사유없이막음

•     취업활동이나직업유지를막음

•     한사람에대해사회복지수당을청구하도록강요하는행위

•     한사람에대해그사람의재정을제삼자가관리하게하는권리위임장에서명하도록
강요하는행위

•     한사람에대해상품이나서비스구매계약에서명하도록강요하는행위

•     한사람에대해금융, 대출또는신용제공계약서에서명하도록강요하는행위

•     한사람에대해보증인계약서에서명하도록강요하는행위

•     한사람에대해사업의설립또는운영에대한법적문서에서명하도록강요하는행위

금지명령법 1997 (WA)

5A. 사용용어: 가족폭력

(1) 본법규에서가족폭력의의미는다음과같습니다.  

(a) 한개인자신의가족구성원에대한폭력이나폭력적인위협. 또는,

(b) 가족구성원에게강요나통제를통해겁을주는기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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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시트

경제적학대와법률
(2) 가정폭력을구성할수있는행위의예는다음과같습니다. (그러나이에만국한되지는않음) 

… 

(e) 가족구성원의재산훼손및파괴

… 

(g) 가족구성원이누릴수있었던재정적자율권을부당하게부인하는행위.

(h) 가족구성원의경제적지원이전적으로또는주로자신에게의존된상황에서가족
구성원또는그자녀에게합리적으로필요한생활비의재정지원을불합리하게
제공하지않는것.

끝

© Centre for Women’s 
Economic Safety 2021

www.cwes.org.au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