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V-530-INFO K 금지 명령을 집행하는 방법
사본을 입수하십시오.
금지 명령(DV-110 또는 DV-130)과 송달 증명서(양식 DV-200 또는 DV-250)의 사본이 없으면 법원
서기로부터 사본을 받으십시오:
•
•
•
•
•
•

항상 사본을 가지고 다니십시오. 경찰에게 보여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본을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자동차에도 사본을 보관할 것을 고려하십시오.
이 명령에 의해 보호를 받는 다른 사람에게도 사본을 나누어 주십시오.
귀하와 다른 보호 대상자가 자주 가는 장소(학교, 직장, 보육원 등)에도 사본을 나누어 주십시오.
아파트 건물과 직장 경비원에게도 사본을 나누어 주십시오.
금지 명령(DV-110 또는 DV-130)과 송달 증명서(양식 DV-200 또는 DV-250)를 스테이플로 철하십시오.

언제 경찰에 연락해야 할까요?
금지 대상자가 명령을 위반하면 즉시 경찰에 연락하십시오. 또한:
•
•
•

발생한 사건, 일시, 장소 및 증인의 이름을 적어두십시오.
경찰보고서 사본을 입수하십시오.
다친 경우에는 의료보고서 사본을 입수하십시오.

귀하가 아직 명령을 송달하지 못했더라도 경찰에 연락하십시오.
경찰관에게 명령의 사본을 보여주십시오. 금지 대상자가 그곳에 있으면
경찰관에게 명령을 송달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경찰관이 명령을 송달하면
송달 증명서를 귀하를 대신해서 법원과 CLETS로 보냅니다. CLETS는
발부된 명령에 대해 경찰에 알려주는 주 전체 컴퓨터 시스템입니다.
위험에 처하면 911로 전화하십시오!

경찰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판사의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범죄에 해당됩니다.
금지 대상자는 체포되거나, 벌금이 부과되거나,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지방검사(D.A.)에게 귀하의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문의하십시오. D.A.는 금지 대상자를
형사 범죄 또는 모독 혐의로 기소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항상 D.A.에게 전화하여 형사 사건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독 혐의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 서기에게 관련 양식을 요청하거나
www.courts.ca.gov를 방문하십시오.

총기, 기타 화기 및 탄약
금지 대상자는 명령이 발효 중인 동안 총기, 기타 화기 및 탄약을:
• 소유
• 소지
• 구입 또는 구입하려고 시도할 수 없습니다.
금지 대상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교도소에 수감하거나 $1,000의
벌금을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법집행관은 금지 대상자가 등록, 양도 또는 매각한 총기에 대한 정보를
귀하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11106조). 귀하는 본인과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금지 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총기 또는 그러한 총기가 보관되어 있는 장소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으면 법집행기관에 알려주십시오.
Judicial Council of California, www.courts.ca.gov
Revised January 1, 2012

금지 명령을 집행하는 방법
(가정 폭력 예방)

DV-530-INFO K, (Korean)
1 페이지 중 1 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