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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

Video : AVO와 성소수자 (LGBTIQ+) 커뮤니티
법적면제조항

The information in this video is a 본 영상 속의 정보는 법에 관한 일반적인
general guide to the law and does not
가이드이며 법적 조언을 구성하고 있지
constitute legal advice.
않습니다.
Please watch the end of this video for 법적면제조항 전체 내용은 본 영상 마지막
the full disclaimer.
부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If you are experiencing domestic 가정 폭력을 경험하고 계시고 도움이
violence and need help, call one of
필요하다면, 다음의 연락처로
these numbers:
전화하십시오.
Emergency
Emergency
000
1800 Respect
1800 737 732
NSW Domestic Violence Line
1800 65 64 63
R&DVSA LGBTIQ+ Violence Service
1800 497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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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면제조항

This video contains legal information. 본 영상은 법률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It is not legal advice and should not be
used as such. We strongly recommend 있습니다. 이 영상은 법적인 조언이 아니며
that you seek legal advice about your 그렇게 이용돼서는 안됩니다. 여러분이
individual circumstances.
각자가 처한 상황에 관해 법적인 조언을
구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는 바입니다.
If you live in the Inner Sydney area, 만약 Inner Sydney 지역에 거주하고
you can contact ICLC on 02 9332 1966
to arrange a free advice appointment 계시다면, ICLC 번호 02 9332 1966로
or referral. We also run a state-wide 연락하시어 무료 상담 예약이나 의뢰
legal service for LGBTIQ+ people.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또한
주 전역에 거쳐 성소수자 (LGBTIQ+) 를
위한 법률 서비스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This video has been produced by the 본 영상은 Inner City Legal Centre가
Inner City Legal Centre with the

financial assistance of the City of 시드니 시티의 재정 보조를 받아
Sydney
제작하였습니다.
For additional resources you can visit
추가 자료는 www.sayitoutloud.org.au 를
www.sayitoutloud.org.au
방문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