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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제출, 매각 또는 보관해야 합니까?
소지하고 있거나 소유하고 있는 아래의 금지 품목을 
모두 제출, 매각 또는 보관해야 합니다.

• 화기(모든 권총, 소총, 엽총 및 공격용 무기 포함)

• 화기 부품에는 리시버, 프레임, 미완성 리시버 
또는 미완성 프레임(“유령 총(ghost gun)”
이라고도 함)이 포함됩니다.

• 탄약(총탄, 포탄, 탄약통 및 클립 포함)

금지 품목을 올바르게 제출, 매각 또는 보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음 장소로 가져가야 합니다:

• 법 집행기관(모든 금지 품목을 보관하거나 
파기함)

또는
• 유면허 총기상(귀하의 화기를 매수하거나 

보관함) 화기 부품이나 탄약이 있는 경우 미리 
전화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지 품목을 언제 제출, 매각 또는 보관합니까?
법 집행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외에 판사로부터 송달이나 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때로부터 24시간 이내

금지 품목을 가족이나 친구에게 주어도 됩니까?
아니요, 법 집행기관 또는 유면허 총기상에게만 줄 
수 있습니다.
금지 품목을 가족, 친구 또는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습니다.

금지 품목을 보관하려면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까?
수수료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수수료나 
귀하의 품목을 보관할 공간이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법 집행기관이나 유면허 총기상에게 
문의하십시오.

금지 품목을 법 집행기관에 어떻게 가져갑니까?
귀하의 현지 법 집행기관에 전화해 절차에 관해 
문의하십시오. 화기를 장전하지 말고 자동차 
트렁크에 넣으라는 것과 같이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할 
것입니다. 금지 명령 사본을 지참하십시오. 화기를 
법정에 지참하지 마십시오.

화기를 법 집행기관에 제출하면 얼마나 오래 
보관됩니까?
상황마다 다릅니다. 금지 명령이 만료된 후에 
화기를 반환받는 절차가 있습니다. 법 집행기관에 
문의하십시오.

화기를 법 집행기관에 넘긴 후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까?
예. 유면허 총기상을 통해 한 번에 매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유면허 총기상이 현지 
법 집행기관에 판매 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 
집행기관은 유면허 총기상에게 귀하가 매각하는 
화기를 넘길 것입니다.

제가 명령을 준수(이행)했다는 사실을 판사에게 
어떻게 증명합니까?

1 DV-800/JV-270 양식, 화기, 화기 부품 및 탄약 
수령증 사본을 지참하고 총기상 또는 담당관에게 
양식 작성과 서명을 요청하십시오.

2 법원에 양식 DV-800/JV-270을 제출하십시오. 
두 장의 사본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판사가 
귀하에게 다른 기한을 제시하지 않는 한, 모든 
수령증은 금지 명령이 송달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법원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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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외에 다른 사람에게 수령증 사본을 가져가야 
합니까?
예, 다음과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f	법 집행기관이 금지 명령을 송달한 경우, 귀하는 
해당 법 집행기관에게 귀하의 수령증(예: 양식 
DV-800/JV-270).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귀하에게 누가 금지 명령을 송달하였는지 모르는 
경우에는 법원 서기에게 금지 명령 송달 증명서 
양식 사본을 요청하십시오. 해당 양식에 법 
집행기관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f	명령을 따라야 함에도 귀하가 따르지 않았고 
법원이 법 집행기관 이나 검사에게 통지한 
경우 (팁: DV-110, DV-130 또는 DV-820 양식을 
참조하여 법원이 다른 기관에 통지했는지 
확인하십시오. 법원이 통지한 경우에는 
상기 양식에 기재된 기관에 수령증 사본을 
제출하십시오).

무료 도움은 어디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법원의 셀프 헬프 센터에서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현지 법원의 셀프 헬프 센터는 
www.courts.ca.gov/selfhelp. 에서 찾아보십시오. 셀프 
헬프 직원이 변호사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건에서 귀하가 해야 할 일을 판단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양식 작성을 도울 수 있습니다. 
또한 직원은 귀하를 도울 수 있는 다른 기관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명령을 준수하는 방법에 관한 상세 내용은
온라인(https://selfhelp.courts.ca.gov/respond-to-DV-
restraining-order/obey-firearms-order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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