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대 아이들도 보호 명령을 받을 수 있나? 
그렇다!  나이에 상관없이 젊은 사람들도 보호 명령을 신청할 수가 있다.   

Day One에서 도와줄  수 있으며 당신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있는 다른 방법도 알려줄 수가 있다. 

 

보호 명령이란 무엇인가? 

보호 명령(“OP”)이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위협을 가하는 사람에게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판사가 

서명한 서류를 말한다. 

 

보호 명령을 받으면 다음에 나열한 것중 한가지 또는 모든 것을 지켜야 한다. 

 가해자는 신체적으로/정서적으로 상대방을 다치게 하는 것을 중지해야 한다. 

 가해자는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몰래 따라다니는 것을 멈추어야 한다. (이메일, 문자 메시지, 페이스 북, 

마이 스페이스등을 이용해서도 안된다.) 

 피해자 자신은 물론, 피해자의 집이나 학교에서 부터 가해자는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 

 가해자는, 피해자와 함께 사는 집에 들어 와서는 안되며, 경찰 입회아래 정해진 시간에 개인 용품을 가지러 

올때만  허락한다. 

 만일 형사 법원에서 보호 명령을 내렸으면, 명령의 조건으로 다음 사항이 포함 될 수 도 있다: 

 가해자는 폭력 예방및 문제 해결 프로그램 과정을 다녀야 한다. 

 학대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를 가해자가 지불해야 한다. 

 

만일 피해자와 가해자가 함께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보호 명령을 받게 되면: 

 법원에서 명령한 방문 시간을 재외하곤 아이로 부터 가해자를 격리 시켜야 한다. 

 가해자는 일시적으로 아이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 하여야 한다. 

 

어디에서 보호 명령을 받을 수있나? 

보호 명령은 법원에서 받을 수있다. 형사 피해자들은 형사 법원을 통해서 보호 명령을 받을 수있다. 성인일 

경우 형사 법원이나 가정 법원 두 곳에서 보호 명령을 받을 수있고, 보호 명령을 받는데 드는 비용은 없다. 

 

형사 법원: 

해당 지역 경찰서에 찾아가 고소하거나, 구조 요청 전화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경우, 형사 법원은 보호 명령에 

관한 진행을 시작한다. 지역 경찰서에는 당신을 도와 줄 가정 폭력 예방 담당자가 있으며, 그 담당자와 

상의하고 싶다고 요청할 수있다.경찰관은 무슨일이 발생했는지 물어볼 것이다. 경찰관응 당신의 피해 사례를 

기록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며, 가해자를 체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당신이 신청한 고소 사건은 

검사(DA’s)실에 접수가 되며, 검사는 , 만일 해당된다면, 가해자에게 어떤 범죄를 적용할 까를 결정 한다. 

당신과 가해자 사이에 어떤일이 발생했는 가를 적어놓은 진술서에 당신이 서명하여야 한다(확실한 증거가 

있는 진술인으로서). 가해자에 대해 법정에서 진술할 필요는 없다. 

 

일단 경찰이 가해자를 체포하면,  그 사람은 법원에 고발 당하게 된다 (“인정 심문한다”.) 이때 보호 명령을 

받아야 한다. 이 보호 명령은 다음 법정 시간까지 유효하며, 그때가서 다시 신청하여 받아야 한다.  

 

 

 

 

 



 

 

 

만일 가해자가 죄를 인정하거나 재판에서 죄가 있다고 판결이 나면, 그때는 최종 보호 명령을 받게 된다. 

당신의 사건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최종 보호 명령은 2년에서 8년간 유효하다. 폭력 예방및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 과정에 다녀야 한다던가, 집행 유예나 교도소로 보내거나, 화나 노여움을 스스로 억제할 수있는  

프로그램이나, 알코홀이나 마약 치료 프로그램에 다니게 하거나, 피해자뿐만 아니라 학대로 인한 재산 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하라고 명령하는등, 판사가 형량을 결정 한다. 

 

가정 법원: 

가정 법원에서 보호 명령을 받으려면 가해자와의 관계가 다음중 하나에 해당되야 한다.

 결혼했거나  이혼했을때 

 상대방과 현재나 과거에 친밀한 관계였을때 

 

 함께 기르는 아이가 있을때 

 혈연이나 결혼으로 맺은 관계일때 

가정 법원에서 보호 명령을 받으려면 경찰서에 갈 필요가 없다. 당신과 가해자가 사는 지역이나 학대를 

당했던 보로 지역에 있는 가정 법원에 신청서 (“청원서”)를 접수 시켜야 한다. 이럴 경우 당신을 청원자나 

원고라 부른다. 가해자는 피고라 부른다.  

 

청원서를 제출한 날, 판사앞에 출석하여야 하며 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일시적인 보호 명령을 내려 준다. 

그때 판사가 언제 다시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고 알려 준다. 일시적인 보호 명령에는 유효 날짜가  적혀있는 

스탬프가 찍혀있다.  

 

법원에 출두한 첫날 이후, 가능하면 빨리, 당신아닌 경찰이나 18세 이상의 다른 사람이 법원 서류를 

가해자에게 전달하여 언제 법원에 출두해야 하는지 알려줘야 한다. 피고인, 즉 가해자에게 법원 서류를 

전달하는 사람은 서류를 전달했다고 확인하는 용지(진술서)에 자신의 서명을 해야 한다. 당신은 피고인에게 

법원 서류를 전달했다고 서명한 이 용지를 가지고 법원에 가야 한다. 일시적인 보호 명령은 피고가 이 법원 

서류를 받을때 까지 유효하지가 않다. 

 

만일 변호사를 고용할 수가 없다면, 판사는 무료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준다. 가해자도 변호사를 선임할 

수있다. 공청회에서 당신과 가해자는 판사앞에서 두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말한다. 판사는  최종 

보호 명령을 내릴 것인가  결정한다. 최종 보호 명령을 받으면 사건의 본질에 따라 2년에서 5년간 유효하다. 

 

보호 명령을 받으면 무엇을 해야하나? 

본인 스스로 보호 명령을 통하여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일 가해자가 보호 명령에서 금지하는 

행동을 할 경우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이런 경우 경찰은 가해자가 보호 명령을 위반했으므로 체포 한다. 

 

보호 명령은 본인의 안전을 강화하는데 필요하고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할 수있다. 

그러나  보호 명령 자체로 안전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보호 명령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든 안 했든간에 자신의 

안전에 관한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와 상의해라. 

 
 

 
 

그렇다! 본인이 누릴 수 있는 권리에 관한 상담을 위해 Day One에 연락할 것: 

 비밀을 보장하며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있고 

 아무도 모르게 거처를 마련해 주며 

 안전 문제로 학교 전학을 요구할 수있고 

 개별적으로 또는 단체로 상담을 할 수있으며 

 이민 신청 시 도움을 받을 수있고 

 부모의 동의가 없어도 치료 받을 수있다. 

 

10대 아이가  서로 사귀는 관계에서  학대를  받고  있다면  그에따른   권리가 있나? 
fdfd¿?ABUSIB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