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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을 겪었습니다. 보호 

명령(PO)을 신청해야 합니까?  

 귀하께서 워싱턴주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읽어주십시오.  

 여기 WashingtonLawHelp.org에서 링크된 모든 요약 자료와 Do It 

Yourself 패킷을 찾을 수 있습니다.  

누가 본문을 읽어봐야 합니까? 

귀하께서 피해나 괴롭힘, 위협, 스토킹을 당하고 계시다면 가정폭력 프로그램에 

상담하셔야 합니다. 전국 가정폭력 핫라인 (National Domestic Violence 

Hotline)은 1-800-799-SAFE입니다.  

저희는 본문에서 여러 민사 구제조치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해드립니다. 

저희는 귀하께서 법률에서 제공하는 보호 조치를 이용하시도록 설득하거나 

이용하시지 않도록 권하지 않습니다. 저희의 목적은 귀하께서 충분한 정보를 

토대로 귀하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결정을 내리시도록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옹호자와 귀하의 상황에 맞는 정보 및 조언을 상의하십시오.  

가정폭력의 법적 정의는 무엇입니까?  

워싱턴주 법률은 누군가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가정폭력이라고 합니다. 

• 공격, 폭행(성폭행 포함) 또는 신체적 위해를 가함 

• 귀하에게 신체적 위해나 폭행에 대한 공포를 유발함 

tel:1-800-799-7233


 
3703KO I have experienced domestic violence. Should 
I file a protection order (PO)? (Korean) | 2022년 9월 

 

 
p. 2 

 

• 온라인 스토킹(사이버스토킹)을 포함한 스토킹  

• 귀하에게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피해를 유발하거나 귀하의 자유 의지 및 

개인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함 (강압적 통제) 

피해나 위협을 가한 사람은 일반적으로 가족 구성원이거나 현재 또는 과거에 

친밀한 관계를 맺었던 파트너입니다. 

자세한 정의는 보호 명령:민법 제도가 저를 보호해줄 수 있습니까?를 

읽어주십시오.  

PO란 무엇입니까?  

귀하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보호하도록 판사가 발급한 민사법원 

명령입니다(귀하의 요청에 따른 명령).  

다음 중 한 가지가 참이라면 이 유형의 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A. 귀하께서 가족 또는 가정의 구성원으로부터 신체적 피해나 상해, 폭행, 

스토킹, 불법적인 괴롭힘, 강압적 통제, 성폭행을 당하고 있는 경우  

B. 귀하께서 가족이나 가정 구성원으로부터 즉각적인 신체적 피해나 상해를 

입을 것을 걱정하는 경우 

보호 명령은 많은 사람들에게 매우 효과적이나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생각해 볼 만한 몇 가지 질문입니다.  

PO를 신청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PO 신청은 귀하께서 법원 심리에 참석하고 증거 수집 및 제출을 통해 심리를 

준비하는 법원 절차를 통해 시작됩니다.  

https://www.washingtonlawhelp.org/resource/domestic-violence-how-the-legal-system-can-he?ref=RKOgE
https://www.washingtonlawhelp.org/resource/domestic-violence-how-the-legal-system-can-he?ref=RKO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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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는 다른 일에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주거, 트라우마 치료, 

금전적 문제, 새로운 학교 또는 자녀 양육, 새 일자리).  

• 귀하에게 상대 당사자 송달에 필요한 연락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 귀하는 법원에서 학대자를 만나거나 대화를 할 준비가 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 학대자는 공격적인 변호사를 고용할 수도 있습니다.  

• 공개된 법정에서 귀하의 개인사를 이야기할 준비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 귀하는 가족법 소송을 제기하도록 압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소송을 하지 

않을 타당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법 소송을 제기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 학대자가 PO 소송에 제출된 정보를 가족법 소송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스스로 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하신다면 학대자가 나중에 이를 

법정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PO 신청은 학대자의 상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 PO 신청은 학대자가 귀하에게 보복을 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PO를 받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이 절차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 귀하를 변호할 변호사를 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변호하는 일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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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에 가기 위해 일을 쉬거나 아이를 돌볼 사람을 찾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심리가 지연되고 여러 차례 심리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학대자가 귀하에 대해 나쁜 이야기를 꺼낼 수 있습니다. 귀하는 이에 

대응하셔야 합니다. 

• 학대자가 법원에서만 귀하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을 남용할 수도 

있습니다 (학대자가 귀하께서 대응하셔야 하는 소송을 여러 건 제기하거나 

여러 차례 심리 일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PO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법원은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립니다. 

• 법원이 상대 당사자가 귀하의 자녀를 방문하도록 허용하거나 귀하께서 자녀와 

함께 이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 법원이 가족법 소송에서 귀하의 주장을 입증하기 어렵게 만드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PO 가 감독을 받지 않는 자녀 방문을 허용한다면 나중에 가족법 소송에서 이를 

변경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PO를 아예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법원은 귀하께서 주장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생각할 경우 거부 명령을 내립니다. 

그럴 경우 학대자가 다시 귀하와 접촉하거나 접근할 수 있습니다. 

• 귀하께서 승소하지 못하실 경우 상대방은 더 대담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상대는 자신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PO 거부를 귀하를 상대로 한 가족법 

소송에 이용하고자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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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은 귀하께서 양육권 명령만 원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귀하께서 PO 를 제출하여 절차를 유리하게 진행하려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이 귀하의 PO 를 거부할 경우, 귀하는 양육 계획에서 DV 금지를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PO가 꼭 필요하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보호 명령은 학대자의 접촉이나 접근을 막아 귀하의 안전을 지키는 수단입니다. 

법원 명령에서 다음을 원하신다면 PO를 제출하지 마십시오. 

• 임시 주거 계획 

• 상대방이 귀하의 집에서 나가도록 하기 

• 상대방이 자녀를 데려간 경우 자녀를 데려오기 

• 상대방이 자녀를 데리고 주 밖으로 이사하지 못하도록 하기 

• 상대로부터 귀하의 물건을 가져오기 

대신 가족법 소송을 제기하고 임시 명령이나 금지 명령을 받아야 
합니까? 

 두 가지 법원 명령 모두 금전, 거주 장소, 개인 물품, 이혼수당, 안전, 

자녀 양육, 양육 계획, 소송 후견인에 관련된 명령을 포함합니다. 

법원이 자녀의 임시 양육이나 집 또는 차량의 임시 소유에 대한 명령을 내려주기를 

원하신다면, 보호 명령 대신 가족법 소송을 제기하고 임시 명령 또는 임시 금지 

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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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명령은 가족법 소송이 시작된 후 귀하에게 특정 권리 및/또는 보호를 

제공하나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만 적용됩니다. 법원은 상대 측에게 통지를 

하고 양측 당사자가 모두 판사나 위원의 면전에서 발언과 증거 제시를 한 후에 이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귀하가 받을 수 있는 명령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임시 양육 계획 

• 임시 자녀 양육 명령 

• 임시 배우자 지원 명령 

• 임시 금지 명령 

• 주택 소유에 대한 임시 명령 

• 청구 요금 납부에 관한 임시 명령 

저희는 다양한 가족법 소송 유형에서 임시 명령을 받기 위한 양식과 지침을 담은 

패킷을 준비했습니다. 

• 임시 가족법 명령 요청: 양육 소송 

• 임시 가족법 명령 요청: 이혼 소송 

• 임시 가족법 명령 요청: 양육 계획 변경 청원 

비상 상황이 발생하여 상대방이 귀하나 자녀에게 접촉하거나 접근하지 못하도록 

즉시 금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즉시 금지 명령을 고려해보십시오. 

즉시 금지 명령이 허용되면 바로 효력을 갖게 되며 법원이 심리를 실시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합니다. 이때 판사나 위원이 명령을 유지할 사유가 있는지 결정합니다.  

https://www.washingtonlawhelp.org/resource/filing-a-motion-for-temporary-orders-for-pare?ref=FoemJ
https://www.washingtonlawhelp.org/resource/filing-a-motion-for-temporary-orders-for-pare?ref=FoemJ
https://www.washingtonlawhelp.org/resource/filing-a-motion-for-temporary-orders-for-diss?ref=FoemJ
https://www.washingtonlawhelp.org/resource/filing-a-motion-for-temporary-orders-for-diss?ref=FoemJ
https://www.washingtonlawhelp.org/resource/ask-for-temporary-family-law-orders-petition-to-change-parenting-plan-cases?ref=FoemJ
https://www.washingtonlawhelp.org/resource/ask-for-temporary-family-law-orders-petition-to-change-parenting-plan-cases?ref=Foe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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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금지 명령은 비상 상황에만 적용됩니다. 이 명령은 통상적으로 상대방에게 

예고 없이 또는 짧은 예고 기간을 주고 신청합니다. 즉시 금지 명령을 받으시려면, 

법원이 금지 명령을 허가하지 않을 경우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발생할 것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저희는 다양한 가족법 소송 유형에서 즉시 금지 명령을 받기 위한 양식과 지침을 

담은 패킷을 준비했습니다. 

• 즉시 금지 명령 신청: 양육 소송 

• 즉시 금지 명령 신청: 이혼 소송 

• 즉시 금지 명령 신청: 양육 계획 변경 청원  

 가족법 소송 제기나 즉시 금지명령, 임시 금지명령 신청은 복잡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요인이 작용합니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법원에 가는 대신 나를(그리고 자녀를) 위한 안전계획을 마련하고자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국 가정폭력 핫라인 (National Domestic Violence Hotline) 1-800-799-SAFE에 

전화하십시오. 여기에서 지역 기관을 안내해드릴 수 있습니다. 기관의 옹호자가 

귀하의 안전 계획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다음 질문에 대해 생각해보십시오. 

• 귀하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무엇입니까? 

• 귀하의 우선사항은 무엇입니까? 

• 귀하에게 지금, 몇 달 뒤에, 그리고 장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https://www.washingtonlawhelp.org/resource/filing-a-motion-for-emergency-orders-for-pare?ref=PglKJ
https://www.washingtonlawhelp.org/resource/filing-a-motion-for-emergency-orders-for-pare?ref=PglKJ
https://www.washingtonlawhelp.org/resource/filing-a-motion-for-emergency-orders-for-diss?ref=PglKJ
https://www.washingtonlawhelp.org/resource/filing-a-motion-for-emergency-orders-for-diss?ref=PglKJ
https://www.washingtonlawhelp.org/resource/ask-for-immediate-restraining-orders-petition-to-change-parenting-plan-cases?ref=PglKJ
https://www.washingtonlawhelp.org/resource/ask-for-immediate-restraining-orders-petition-to-change-parenting-plan-cases?ref=PglKJ
tel:1-800-799-7233


 
3703KO I have experienced domestic violence. Should 
I file a protection order (PO)? (Korean) | 2022년 9월 

 

 
p. 8 

 

• 자녀가 어떻게 행동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귀하는 위험성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귀하에게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 귀하를 무섭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지 않습니까? 

• 과거에 본인이나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 귀하의 파트너와의 접촉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리셨습니까? 

PO 양식을 작성하기 위한 도움말이 있습니까? 

보호 명령 양식은 법원 서기관 또는 지역 가정폭력 프로그램을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출력이 가능한 보호 명령 신청 방법 패킷을 이용하시거나 

WashingtonLawHelp.org 에서 스스로 이용하실 수 있는 면담 프로그램인 

Washington Forms Online을 이용하여 양식을 작성하십시오.   

 귀하는 부족 구성원이거나 부족 사회 또는 보호 구역에서 생활하고 

계십니까?  귀하는 주 법원이나 부족 법원(Tribal Court)에 보호 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각 부족 법률 및/또는 절차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족 법원에 문의하십시오. (부족 법원 

연락처는 goia.wa.gov/tribal-directory/washington-state-tribal-

courts 에서 확인하십시오.) 주 법원 양식은 부족 법원에서 이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청원을 제출하실 때 법원 명령을 원하시는 모든 항목에 체크하셔야 합니다. 

체크를 하지 않으시면 법원은 해당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다. 

https://www.washingtonlawhelp.org/resource/petition-for-order-of-protection-forms-and-instructions
https://www.washingtonlawhelp.org/resource/domestic-violence-forms-online
https://goia.wa.gov/tribal-directory/washington-state-tribal-courts
https://goia.wa.gov/tribal-directory/washington-state-tribal-cou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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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 당사자에게 개인 물품(여권, 신용카드, 휴대전화, 유모차, 카 시트, 자녀 

장난감 등)을 돌려주도록 요청하실 경우 구체적인 품목을 적으십시오. "나의 

물건", "자녀의 물건"이라고 쓰지 마십시오. 

• 청원에서 진술 부분을 쓰실 때 가능한 구체적으로 서술하십시오. 날짜와 이름, 

언제, 어디서, 무엇에 해당하는 내용을 쓰십시오. 대명사보다는 이름을 

쓰십시오.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신다면 발생 시기(명절, 계절, 자녀의 나이) 

또는 얼마나 오래 되었는지를 적으십시오. 

• 가장 최근 학대 발생 시기로부터 시간이 많이 지났다면 지금 제출하는 이유를 

적으십시오. 

• 청원의 진술 부분을 작성하실 때 가정폭력의 법적 정의 (공격,폭행, 신체적 

위해, 신체적 위해나 폭행에 대한 공포, 스토킹)에 집중하십시오. 

• 귀하나 귀하의 미성년 자녀가 신체적 피해를 입었거나 성폭행, 스토킹, 신체적 

위해나 폭행에 대한 공포를 겪었을 때 일어난 일을 설명하십시오. 

• 구체적으로 설명하셔야 합니다.  “남편이 나에게 언어와 신체적으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나를 죽이겠다고 위협했습니다"와 같은 말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학대자의 학대 행동(때리기, 

발로 차기, 밀치기, 뺨 때리기)을 설명하십시오. 학대자가 위협을 할 때 어떤 

말을 했습니까? 본인이 두려움을 느꼈다고만 해서는 안됩니다. 귀하와 

자녀에게 무엇이 두려움을 일으켰는지와 그 이유를 말씀하십시오. 다쳤다면 

어떻게 상해를 입었는지 설명하십시오. 학대자의 행동과 귀하의 대응을 

자세히 설명할수록 좋습니다. 

• 자녀 양육 문제에 대해 말하지 마십시오. 신체적 학대와 신체적 위해 위협, 

스토킹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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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 내용을 증명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십시오. 경찰 신고, 

문자 메시지, 이메일, 사진, 의료 기록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료 기록과 

특정 사진을 봉인하여 제출하시면 공개 열람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서류들을 

심리일 전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일부 법원은 심리 당일에 제출한 증거는 

심사하지 않습니다. 법원에 해당 카운티에 적용되는 제출 기한을 

문의하십시오. 

• 명령 양식을 작성하십시오. 청원서에서 체크한 상자와 같은 상자에 

체크하십시오. 법원에 명령을 입력하도록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법원에서 피고의 무기 소지 금지 명령을 내리기를 원하신다면 "위협의 소지가 

있음(Credible Threat)" 상자에 체크하십시오.  

Northwest Justice 는 Washington State Coalition against Domestic 

Violence(가정폭력에 대응하는 워싱턴주 연합)를 인정합니다. 본문의 안전계획 

질문은 WCDAV의 생존자와 안전 계획하기: 핵심 개념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법적 도움 받기 

• 온라인 신청: CLEAR*Online -  nwjustice.org/apply-online  

• 킹 카운티 내에서 법적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까(퇴거 또는 압류 이외의 문제)? 

평일 오전 8 시 - 오후 6 시 사이에 2-1-1(또는 무료 전화  

1-877-211-9274)번으로 전화하십시오. 담당자가 법적 조언 제공자에게 

연결해드릴 것입니다. 

• 킹 카운티 외 지역에서 법적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까(퇴거 또는 압류 이외의 

문제)? 평일 오전 9 시 15 분 - 오후 12 시 15 분 사이에 CLEAR 핫라인에  

1-888-201-1014 번으로 전화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십시오(nwjustice.org/apply-online).  

https://wscadv.org/resources/safety-planning-with-dv-survivors-core-concepts/
https://wscadv.org/resources/safety-planning-with-dv-survivors-core-concepts/
https://nwjustice.org/apply-online
https://nwjustice.org/apply-online
https://nwjustice.org/apply-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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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거당할 위기에 직면해 있나요? 1-855-657-8387 번으로 연락하세요. 

• 압류당할 위기에 직면해 있나요? 1-800-606-4819 번으로 연락하세요. 

• 킹 카운티 외 지역에서 법적 문제에 직면한 노인분들(60 세 이상)은 

CLEAR*Sr 에게 1-888-387-7111 번으로 전화하실 수 있습니다. 

청각 장애 또는 언어 장애가 있을 경우 원하는 중계 서비스를 사용하여 위 번호로 

전화할 수 있습니다. 

통역사 제공. 

이 간행물은 귀하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일반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는 특정 법률 조언을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 2022 노스웨스트 사법 프로젝트 — 1-888-201-1014. 

(평등 사법 연합[Alliance for Equal Justice]과 비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개인에게만 복사 및 

배포 권한을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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