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 시트
1부-경제적 안전을 향한 첫 단계
안전책 : 이들 단계 중 일부는 실행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안전하게 생각되는 조치만
취하세요.
긴급 전화 번호 000 (트리플 제로)
만일에 귀하가 귀하를 학대하는 파트너와 헤어질 생각이고 재정적 독립성을
원한다면 먼저 고려가 필요한 몇 단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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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 개인 이메일 계정 만들기
개인 이메일 주소를 가지게 되면 다양한 기관과 조용히 소통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은행 계좌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메일 주소가 필요하므로 파트너가 알지 못하는 계좌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트너에게 새 이메일 주소가 발견될 가능성을 줄이려면 파트너가 접근할 수 없는 기기 (예: 친구의
전화 또는 컴퓨터)에 새 계정을 설정하세요. ProtonMail과 같이 보안이 좋고 암호화된 무료 이메일
제공자를 고려하세요.

중요한 문서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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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다면, 여권이나 출생증명서 등의 중요 문서를 확보하거나 그 복사본을 마련해
놓으세요. 디지털 사진 또는 복사본은 새로 만든 귀하의 개인 이메일 주소로 보내거나 Google Drive와
같은 무료 온라인 저장공간을 이용해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귀하가 신뢰하는 사람이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문서로 남겨둘 수 있습니다.
* * 복사본을 만들어야 할 문서에 대한 구체적인 체크리스트는 다음 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본인 명의만으로 된 은행 계좌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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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와 헤어질 경우 파트너가 알지 못하고 사용할 수 없는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귀하의 급여나 복지 수당이 이 계정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새 은행 계좌를 개설하려면
두 가지 형태의 신분증, 안전한 우편 주소, 이메일 주소, 휴대폰 번호가 필요합니다. 은행 계좌는
파트너에게 우발적으로 알려지는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직 귀하가 이용 고객이 아닌 곳에서
개설하는 것이 좋습니다. ** 귀하가 호주 거주자가 아니고 파트너가 귀하의 ID 접근을 막아버린 경우를
대비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 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돈을 모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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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면, 입금은 귀하의 새 은행 계좌를 이용하세요.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혹시
친구나 가족이 귀하의 돈 일부를 맡아줄 수 있는지를 고려해 보세요.
가정 폭력 때문에 집을 나가야 하는 경우에는 센터링크 (Centrelink)에서 긴급 위기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집을 나간 후 7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센터링크에 132 850번으로
전화하거나 영어 이외의 언어로 통화하기를 원하면 131 202로 전화하세요.

도움을 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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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학대하는 파트너와 헤어지려고 생각하고 있다면 다음 단계 계획을 도울 수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 학대를 벗어나서 새 출발을 하기 위해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CWES 디렉터리 정보 서비스를 참조하세요.
귀하가 선택할 옵션에 대해 누군가와 이야기하려면 전국 가정 및 가족 폭력 헬프 라인 1800RESPECT
(1800 737 732)로 전화하세요. 1800RESPECT와 통화하기 위해 통역사가 필요하면 먼저 131 450으로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에 전화하세요.

www.financialsafety.org.au

팩트 시트
2부-경제적 안전을 향한 다음 단계
안전책 : 이들 단계 중 일부는 실행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안전하게 생각되는 조치만
취하세요.
긴급 전화 번호 000 (트리플 제로)
만약 학대하는 파트너를 떠나기로 했다면 경제적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밟을 수 있는
단계가 있습니다. 아래 단계를 따르기 전에 먼저 경제적 안전을 위한 첫 단계를 읽고서
1~5단계를 고려하세요.
돈을 이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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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유일한 자금원이 공동 계좌라면, 귀하(와 귀하의 자녀)가 안전하게 다음 단계를 밟을 수 있도록
충분한 돈을 이체하세요. 급료를 받는 직장이 없고 현재 센터링크 (Centrelink)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하다면, 센터링크 수당을 받기 시작하기까지 최대 13주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은 귀하 및 / 또는
귀하의 파트너가 자산이 있어서 센터링크 혜택을 받는 자격에 영향이 가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최대
대기 시간입니다. 귀하의 파트너가 자산 운용에 전권을 가지고 귀하에게는 자산에 대한 어떤 접근도
차단되어 있다 해도 자산 테스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말해도 안전하다고 생각되면 센터링크에 이런
사실을 알리세요.

공동 계좌를 동결하거나 운영 지침을 변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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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다면 은행에 연락을 취해서 파트너와 헤어졌음을 알리세요. 은행에 공동 계좌 동결을
요청하세요. 혹시 마이너스 통장 인출이 되는 경우에는 파트너가 부채를 만들고 귀하에게 상환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초과 인출 (overdraft) '보류'를 설정하도록 은행에 요청하세요. 귀하의
명의로 된 신용 카드가 있고 파트너도 해당 계정으로 카드를 가지고 있다면 해당 카드의 취소를
은행에 요청하세요. 또한 운영 지침을 '2인 서명'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즉, 돈을 인출하려면 두
사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재인출이 가능한 모기지 대출 계좌가 있는 경우에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은행이나 금융 기관에 귀하의 별거가 가정 폭력의 결과라고 말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옵션의 폭이 늘어날 것입니다.

새 휴대 전화를 마련하세요.
만일 파트너가 귀하의 휴대 전화를 추적, 모니터, 접근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새
휴대 전화를 구해서 파트너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통화를 할 때 사용하세요. 이제까지 쓰던 휴대
전화의 사용을 중단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다른 통화를 위해 계속 사용하세요. 해당
지역 가정 폭력 서비스의 Safe Connections 프로그램을 통해 무료 휴대폰을 제공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술 및 소셜미디어를 안전하게 유지 사용하기 위한 정보는 WESNET의 Technology Safety 사이트를
참조하세요.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세부 정보를 업데이트하세요.
은행 카드, 은행 계좌, 휴대 전화, MyGov/Centrelink 계정(또한 자녀의 MyGov 계정)의 암호와 PIN
번호를 즉시 변경하세요. 가능한 경우, 이들 계정을 귀하의 새 이메일 주소로 변경하세요.
그런 후, 직장과 센터링크, 자동차 등록 사무소, 통행료 관리소, 인터넷 서비스, 보험 회사, 부동산
관리자, 공과금 (전기, 수도세), ATO (국세청), 호주 선거위원회 등과 같은, 세부 정보를 추가로
업데이트해야 할 곳들을 생각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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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를 처리하세요.
파트너가 부채를 쌓고 있는 것이 우려되거나 부채를 귀하의 명의로 발생시킨 것을 알고 있다면,
귀하의 무료 신용 보고서 사본을 요청하세요. 신용도 보고에 대한 추가 내용은 Credit Smart에서
확인하세요. 파트너가 발생시킨 부채 때문에 귀하가 채권자에게 쫓기고 있는 경우 재정상담사가 그
부채가 귀하의 명의로 발생했더라도 처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National Debt Helpline
(전국 빚 헬프라인)에 전화해서 무료로 독립적이며 비밀이 보장되는 도움을 받으세요.

팩트 시트
경제적 안심을 향한 첫 단계
추가 정보

* 중요한 문서 체크리스트
여권 (자녀의 여권 포함)

신용카드명세서

출생 증명서 (본인과 자녀)

은행 명세서

운전 면허증
결혼 증명서
등록된 관계 증명서

부동산 소유권 권리 증서

이민 서류
모든 법원 문서 및 법원 명령서

센터링크 (Services Australia) 연락 서신

담보 대출 명세서
개인 대출이나 자동차 대출 명세서 혹은 계약서
구속력 있는 재정 계약서 (혼전 계약서)
채권 추심자 및 기타 채권자로부터의 서신
급여 명세서

메디케어 카드
MyGov 계정/로그인 세부 정보
연금 계정 세부 정보 (본인과 파트너)

호주 국세청에서 온 세금 환급서 또는 평가
통지서

추가 서류 체크리스트
유언장

전기, 가스, 수도 요금 고지서

권리 위임장 서류
영속적 위임장 서류

휴대 전화 고지서
인터넷 요금 고지서

후견인 관련 문서

부동산 임대 계약서

어드반스드 케어 디렉티브 (Advanced
Care
보험 Directive)
서류: 주택, 자동차, 건강, 소득 보호,

자동차 등록증
사업체 등록증 (개인 또는 가족 사업용)

생명

** 은행 계좌 개설
•

호주 거주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외 조세 거주지를 신고하고 납세자 식별 번호 혹은 이에 상응하는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

파트너가 귀하가 신원 확인 서류를 가지고 있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있는 경우에도 은행은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귀하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직접 또는 전화로 계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은행에 이용 가능한 다른 옵션을 문의해야 합니다. 그
은행에 귀하가 겪고 있는 가정 폭력과 경제적 학대에 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전문가팀이 있는지
문의하세요.

www.financialsafety.org.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