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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대상자를 위한 정보 
(가정 폭력 예방)

금지 명령은 어떤 효력이 있을까요?
귀하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	 보호 대상자에게 연락 또는 접근 금지
•	 명령이 유효한 동안 총기 소유 금지
•	 주택에서 퇴거
•	 자녀 양육권 및 방문 명령 준수 
•	 자녀 부양비 지불, 그리고
•	 배우자 부양비 지불

이 명령을 주의해서 읽으십시오. 이 명령을 준수하지 않으면 수감되거나 벌금이 부과되거나, 수감 
또는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총기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귀하는 이 명령이 유효한 동안 총기나 화기를 소유, 
소지 또는 휴대할 수 없습니다. 귀하가 현재 총기를 
가지고 있으면 유면허 총기상에게 매각하거나 경찰에 
제출해야 합니다. DV-810 양식을 읽으십시오.

청문에 출석해야 할까요?
예. DV-109 양식의 1 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청문일에 법원에 출두하십시오. 법원에 출두하지 
않으면 판사가 귀하의 진술을 듣지 않고 명령을 
발부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본인의 입장을 밝힐 수 있을까요?
청문일 전에 DV-120 양식(임시 금지 명령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십시오. 또한, 다른 사람을 
시켜서 이 양식을 금지 명령을 신청한 사람,  
또는 그 사람의 변호사에게 우송하십시오. 이것을 
“송달”이라고 합니다. 이 양식을 우송한 사람은 
우편 송달 증명서(DV-250 양식)를 작성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송달 증명서를 법원 서기에게 
제출하십시오. 사본을 보관하십시오. 청문에 
출석할 때 모든 문서의 사본을 지참하십시오.

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련 사실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위증죄로 처벌 받을 것을 감수하고 서명한 
증인 진술서(또는 선언문이라고도 함)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증인 진술서나  
다른 문서들은 청문이 열리기 최소 2일 전 또는 답변
(DV-120 양식)을 보호 대상자에게 우송할 때 
제출하거나 우송해야 합니다. 증인 진술서가 참작되려면 
증인은 반드시 청문일에 판사 앞에 출석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고용해야 할까요?
고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서기에게 무료 또는 저가 법률 서비스를 찾는 방법을 문의하거나, 또는 www.courtinfo.
ca.gov/selfhelp/lowcost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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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rk stamps date here when form is filed.

Fill in court name and street address:

Clerk fills in case number when form is filed.

DV-109 Notice of Court Hearing

Address (skip this if the person above has a lawyer) (If you want your 

home address to be private, give a mailing address instead):

Zip:
State:

City:

Name of person to be restrained: 

1

2

Name of person asking for protection:

Superior Court of California, County of

Case Number:

 Notice of Court Hearing A court hearing is scheduled on the request for orders against you to stop domestic violence.

If you want to respond to the request for orders in writing, file Form DV-120, Answer to Temporary Restraining 

Order. Whether or not you respond in writing, go to the hearing. You may tell the court why you agree or disagree 

with the orders requested. You may bring witnesses and other evidence. At the hearing, the court may make 

restraining orders against you that could last up to five years. The judge may also make other orders about 

your children, child support, spousal support, money, and property and may order you to turn in or sell any 

firearms that you own or possess.

3

Name and address of court if different from above:

Date:
Time:
Room:

Dept.:

This is a Court Order.

Telephone (optional):
Fax (optional): 

The court will fill out the rest of this form.

(Domestic Violence)

To the Person in 2

State Bar no.:

Name:
Firm name:
Street address:

Zip:
State:

Telephone:
Fax:E-mail:

Your lawyer (if you have one):

City:

4 Temporary Restraining Orders (any orders granted are attached on Form DV-110)

Temporary restraining orders for personal conduct, stay away, and protection of animals, as requested in Form 

DV-100, Request for Order, are:

a.

(1) All granted until the court hearing(2) All denied until the court hearing (specify reasons for denial in (b))
(3) Partly granted and partly denied until the court hearing (specify reasons for denial in (b))

Requested temporary restraining orders for personal conduct, stay away, and protection of animals are denied 

because:

b.

(1) The facts as stated in form DV-100 do not show reasonable proof of a past act or acts of abuse. (Family 

Code, §§ 6320 and 6320.5)

Hearing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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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다른 형사 범죄 혐의로 기소 중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귀하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진술한 모든 내용은 형사 사건에서 귀하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가정 폭력의 피해자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는 전국 가정 폭력 핫라인으로 전화하십시오.
 1-800-799-7233
 TDD: 1-800-787-3224
금지 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는 데 누가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문의하십시오.

법원 청문에서 보호 대상자를 만나게 될까요?
보호 대상자가 청문에 출석하면 만나게 됩니다. 판사가 허락할 때까지 보호 대상자에게 말을 걸지 마십시오.

금지 명령은 얼마나 오래 유효할까요?
첫 번째(임시) 명령은 만료일까지 유효합니다. 그 때, 판사는 장기 명령을 승인할 것인지 또는 기각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이 명령은 최대 5년까지 유효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부양비 명령은 5년 이상 유효할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권, 방문 및 자녀 부양비 명령은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유효할 수 있습니다. 

보호 대상자가 본인에게 연락을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귀하는 어떠한 경우에는 법원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법원 명령은 보호 대상자의 행동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지 금지 대상자의 행동에만 적용됩니다. 

보호 대상자와 합의하여 금지 명령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판사만이 명령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금지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경찰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체포되면 수감되거나 벌금이 부과되거나, 수감 또는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법원 명령은 영주권 소유 여부에 상관없이 유효합니다. 추방을 당할 것이 걱정 되면 이민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영어를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에게 청문일 전에 법원 서기에게 전화하여 법정통역사를 요청해 달라고 
부탁하십시오. 통역사를 구하지 못하면 귀하를 대신해서 통역할 사람을 대동하십시오. 자녀, 증인 또는 
보호 대상자에게 통역을 부탁하지 마십시오.

청각 장애인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편의 제공 신청
청문을 열기 최소한 5일 전에 신청하면 보조 청력 시스템, 컴퓨터 지원 실시간 자막, 수화 
통역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장애인의 편의 신청 및 답변(MC-410 양식)이 필요하면 법원 
서기에게 연락하거나 www.courtinfo.ca.gov/forms를 방문하십시오. (민법 § 5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