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 법원 폐쇄 및 COVID-19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과 같은 긴급한 상황 중에는 각 지역의 법원이 일부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귀하는 법원에 문서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법원 출두일에 참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귀하 법원의 지역 웹사이트를 확인하여 해당 법원이 문서 제출 기한 연장, 법정 출두일 

취소 또는 금지 명령 연장 등과 같이 귀하에게 적용되는 특별한 명령을발행했는지  

알아보십시오.  

금지 명령 

긴급 상황에 처한 경우 

911에 연락하십시오.  가정 폭력과 관련된 긴급 상황이 발생하거나, 어떤 사람이 

귀하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 귀하를 보호하기 위해 

경찰관이 법원에 긴급 보호 명령(Emergency Protective Order, EPO)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문을 닫은 동안 금지 명령이 필요할 경우, 귀하는 경찰에 연락하여 긴급 보호 

명령(Emergency Protective Order, EPO)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 또는 귀하의 자녀가 다음과 같은 위급한 상황에 처한 경우, 경찰은 EPO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가정 폭력 
• 스토킹 
• 유괴 

 
위급한 상황에는 어떤 사람이 총기를 사용하여 스스로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까 봐 

귀하가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귀하가 60세 이상이며 위급한 학대의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에도, 귀하는 EPO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립 가정 폭력 핫라인(National Domestic Violence Hotline)의 전화 상담 및 온라인 채팅 
서비스가 영어와 스페인어로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보호소 등과 같은 지역 자원에 관한 정보 그리고 스스로를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 등에 

관해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www.thehotline.org을 

방문하거나 1-800-799-7233로 전화해 주십시오. TTY 번호는 1-800-787-3224입니다.  
 
법원에 금지 명령을 요청하는 방법 
 
캘리포니아주의 긴급 규칙에 따르면, 법원은 귀하에게 다음을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 법원 또는 온라인을 통한 금지 명령의 제출, 그리고  
• 전자 서명, 친필 서명 또는 변호사에 의한 대리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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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온라인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조 센터(Self-Help) 웹사이트를 확인하여 귀하가 요청할 수 있는 금지 명령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그 후 귀하의 지역 법원 웹사이트를 확인하여 귀하가 필요로 하는 금지 명령을 어떻게 

제출하는지 알아보십시오. 
무료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필요로 하는 명령을 요청하십시오. 
이 무료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원하는 법원 양식을 온라인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양식 작성을 

마친 후: 
• 양식을 인쇄하여 법원에 제출하십시오. 또는 
• 귀하의 지역 법원이 “e-filing”을 허용할 경우, 양식을 온라인으로 제출하십시오. 

 
곧 종료되는 금지 명령 또는 보호 명령을 연장하십시오. 
귀하의 금지 명령 또는 보호 명령이 곧 종료될 경우, 캘리포니아주 긴급 규칙에 따라 

법원은 반드시 다음과 같이 명령을 연장해야 합니다: 
• 다음 명령 최대 90일 연장: 

– 임시 금지 명령,  
– 금지 명령, 또는 
– 총기 폭력 긴급 보호 명령;  

• 긴급 보호 명령 최대 30일 연장; 
• 형사 보호 명령의 경우 최대 90일 또는 심리 개정일 중 빠른 날짜까지 연장  
중요! 법원이 이미 귀하의 명령을 연장했을 수 있습니다. 귀하 법원의 웹사이트를 

확인하십시오. 명령이 연장되었을 경우, 명령 연장에 대한 사본을 요청하십시오. 
 
많은 심리 일정이 재조정됩니다.  
귀하 법원의 웹사이트를 확인하십시오. 법원이 이미 귀하의 금지 명령 심리일을 

연장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신규 심리일이 명시된 통지문을 요청하십시오.   
 
가족법 
가족법 사건 관련 문서 제출 또는 법원 출두일 요청 방법 
 
문서 제출 
특정일까지 문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법원이 문을 닫은 경우:  
 

• 해당 법원에 연락하여 문서 제출 기한 연장이 가능한지 알아보십시오. 
• 법원은 문을 닫은 모든 영업일을 법정 휴일로 간주하므로 문서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원 양식 기입 및 제출 방법 
대부분의 법원이 일반 대중에게 문을 닫았지만, 일부 법원은 여전히 법원 서류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원에 연락하여 아래 방식으로 제출이 가능한지 알아보십시오:  

• 온라인 제출 (“e-file”이라고 불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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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 제출 
• 서류 투입함(드롭 박스) 제출 (주로 정문 근처에 위치) 

온라인으로 양식을 작성한 후 인쇄하여 제출하거나 “e-file”을 통해 온라인으로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법원에 연락하여 어떤 옵션이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무료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필요로 하는 명령을 요청하십시오. 
이 무료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원하는 법원 양식을 온라인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양식 작성을 

마친 후: 
• 양식을 인쇄하여 법원에 제출하십시오, 또는 
• 귀하의 지역 법원이 “e-filing”을 허용할 경우, 양식을 온라인으로 제출하십시오. 

 
법원 출두일 
법원이 문을 닫은 기간에 법원 출두일이 잡혀 있을 경우: 

• 해당 법원에 연락하여 새 날짜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 법원 출두일이 변경된 경우: 

o 해당 법원에 연락하여 새 날짜가 명시된 문서를 귀하에게 송달하도록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o 해당 문서의 사본을 상대 당사자에게 전달(송달)해야 하는지 또는 법원이 
귀하를 대신하여 이를 처리할 것인지 확인하십시오.  

자녀 양육권 및 방문권 

캘리포니아주 및 각 지역의 “stay at home(자가 격리)” COVID-19 명령은 자녀 양육 및 방문 
명령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녀 양육 및 방문(육아 시간) 명령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공공 보건 위기 상황에서 부모가 현재의 명령을 준수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카운티 법원의 경우 문을 닫거나 제한된 서비스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부모가 신규 법원 명령을 즉시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부모는 다음을 행할 수 있습니다:  

1. “Stay-at-home(자가 격리)” 명령과 이 명령이 귀하의 가족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알아보십시오. 

2. 필요할 경우, 부모가 함께 “stay-at-home(자가 격리)” 기간 동안 법원 명령을 
변경한다는 문서화된 일시적 합의서를 만드십시오.  

3.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다른 어떤 법적 옵션이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Stay-at-home(자가 격리)” 명령이 귀하의 가족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알아보십시오. 
2020년 3월,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공공 보건을 보호하고 COVID-19 
바이러스의 확산을 줄이기 위해 “stay-at-home(자가 격리)” 명령을 발행했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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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은 부모가 아이와 함께 집에서 나가거나 부모의 방문권에 대한 법원 명령 준수를 막을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많은 “stay-at-home(자가 격리)” 명령은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 노인들 또는 친구들을 돕기 위해 집에서 나가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카운티의 경우 구체적으로 자녀 양육 및 법원 명령 준수를 위한 “essential 
travel(필수적 이동)”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Stay-at-home(자가 격리)” 명령 및 COVID-19이 귀하의 가족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더 
알고 싶으면 다음을 읽어 보십시오: 

• 주 전체 “stay-at-home(자가 격리)” 명령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들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증상 및 위험에 관한 정보 
•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관한 정보 
• COVID-19 검사 및 치료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  

대안책을 찾기 위해 소통하고 함께 노력하십시오. 
가정폭력이나 학대와 관련되지 않은 사건에서, 부모는 현재 명령의 준수가 어렵다고 
생각할 경우 서로 상의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건강과 안전에 집중해야 하며 
현재의 자녀 양육 및 방문 명령을 COVID-19 “stay-at-home(자가 격리)” 명령 하에서 
준수할 수 있을지에 관해 대화를 해야 합니다. 

중요! 자녀 또는 가족 구성원 중 누구라도 COVID-19 증상 또는 심각한 질병의 징후를 
보일 경우, 부모는 즉시 의사에게 연락하여 모든 의료적 조언을 신중하게 따라야 합니다. 

부모는 또한 다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 가족 구성원 중 누구라도 COVID-19 증상이 있는지; 
• COVID-19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인 사람과 그런 사실을 알고 접촉한 일이 
있는지; 또는 

• 가정에 노약자 집단 또는 면역 체계가 약하거나 손상된 집단에 속하는 노인층 
또는 취약층이 있는지  

상기 사항 중 어느 것에라도 “예”라는 답이 나온다면, 부모는 그것이 자녀에게 최선의 
방법일 경우, 기술을 활용하여 어떻게 원격으로 안전하게 자녀와 교류를 지속할지 함께 
계획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는 대면 방문 시간 대신 전화 방문을 하거나 FaceTime, 
Zoom, Skype 또는 다른 소셜 미디어 플랫폼 같은 화상 회의 앱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공공 보건 위기 상황 중 자녀의 건강 문제가 별로 심각하지 않은 경우, 자녀의 정규 방문 
시간을 변경하기 전에 부모는 다음 사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자녀의 연령 및 질병의 심각도;   
• 두 가정 간의 거리; 
• 자녀가 아플 때 따라야 할 구체적인 지침으로 법원 명령에 이미 명시된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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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픈 자녀를 돌봐야 할 양 당사자 부모의 책임 및 의무;  
• 자녀의 감정;   
• 처방약의 복용을 포함하여 아픈 자녀를 돌볼 부모의 능력; 그리고 
• 사랑, 보호와 지도, 건강한 식습관, 고품질 의료 서비스 및 충분한 휴식을 위해 
자녀가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 줌. 

다음의 유용한 정보를 읽어보십시오: 

•  연령대 별 자녀에게 필요한 것  
• 육아 계획 세우기 
• 공공 보건 위기 상황 중 합의서 관련 도움이 될 수 있는 인근 지역 법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판사가 서명한 합의서를 받는 것을 인근 지역 법원에서 현재 도울 수 없을 경우, 그리고 
부모가 공공 보건 위기 이후에도 지속될 육아 계획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가정 법원이 재개할 때 반드시 신규 법원 명령을 받으십시오. 

• 중요한 내용 변경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자녀가 각각의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 
• 양 당사자 부모의 거주지; 
• 한 가정에서 다른 가정으로 이동할 때 자녀를 데려오고 데려가는 사람; 또는 
• 자녀의 다른 필요 요건이 어떻게 충족되는지 확인하는 방법. 

법적 옵션 
법원의 방문 명령을 지속함으로써 자녀의 건강, 안전 및 복지가 위험해진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해 상대 당사자와 합의를 도출할 수 없는 부모는 변호사와 상담하거나 지역 Self 
Help Center(자조 센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찾으려면 여기를 
누르십시오. 

법원 명령의 준수를 거부하는 부모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명령에도 
불구하고 자녀 방문 시간을 거부당한 부모는 명령이 집행되도록 법원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여기를 누르십시오. 

귀하가 자녀 방문 시간을 거부당했고, 도움을 요청하러 법원에 다시 가야 할 경우, 귀하는 
모든 방문권 위반 내용에 관한 정확한 기록을 보유해야 합니다. 상대 당사자가 명령을 
준수하지 않거나, 나타나지 않거나, 늦게 나타나거나, 또는 다른 문제를 일으킨 날짜와 
시간을 일지로 만들거나 달력에 기록하십시오.  

https://www.courts.ca.gov/16238.htm
https://www.courts.ca.gov/15872.htm
https://www.courts.ca.gov/documents/ENFLFQuickRefGuide.pdf
https://www.courts.ca.gov/selfhelp-findlawyer.htm
https://www.courts.ca.gov/selfhelp-findlawyer.htm
https://www.courts.ca.gov/1188.htm
https://www.courts.ca.gov/1188.htm


법원 명령을 집행시키는 것은 매우 복잡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거나 지역 Self 
Help Center(자조 센터)에 연락하여 귀하에게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변호사를 
찾으려면 여기를 누르십시오. 

무료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필요로 하는 명령을 요청하십시오. 
이 무료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원하는 법원 양식을 온라인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양식 작성을 

마친 후: 
• 양식을 인쇄하여 법원에 제출하십시오, 또는 
• 귀하의 지역 법원이 “e-filing”을 허용할 경우, 양식을 온라인으로 제출하십시오. 

 

가정 법원 서비스  
 
법원이 문을 닫는 동안 가정 법원 서비스 관련 약속  
가정 법원 서비스 전문가와의 약속 일정이 다시 잡히거나, 해당 약속이 온라인, 전화 또는 
화상 회의 앱을 통해 진행될 경우, 귀하는 이에 대한 통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질문이 
있으면, 해당 지역 법원에 연락하십시오. 
 
일부 가정 법원 서비스 관련 약속은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지역 가정 법원 서비스 프로그램의 운영 시간 및 업무 처리 방법은 현재 상황에 따라 
상이합니다. 해당 지역 법원에 연락하십시오. 
 
감시 방문 
 
전문가 감시 방문에 대한 법원 명령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자녀와 같이 살고 있지 않은 부모와 자녀와의 방문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없을 경우, 
전문가 감시 방문 및 교환 서비스 제공자가 법에 의거하여 전문가 감시 방문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종료할 수 있습니다. 지역 감시 방문 서비스 제공자에게 연락하여 해당 
제공자가 여전히 대면 서비스 또는 원격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알아보십시오. 귀하는 또한 
지역 법원에 연락하여 자녀 양육권 및 방문권에 관한 임시 변경 긴급 요청을 제출할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귀하 사건에 배정된 변호사가 없을 경우, Self Help 
Center(자조 센터) 서비스의 도움을 여전히 받을 수 있는지 해당 법원에 문의하십시오.  

자녀 양육비 
 
일하는 시간이 줄어서 자녀 양육비에 관한 명령을 변경하고 싶습니까? 
자녀 양육비에 관한 명령을 변경해야 할 경우, 즉시 행동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령 변경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합의서를 통한 변경 
• 법원을 통한 변경 

 

https://www.courts.ca.gov/documents/ENFLFQuickRefGuide.pdf
https://www.courts.ca.gov/selfhelp-findlawyer.htm
https://www.courts.ca.gov/selfhelp-findlawyer.htm
https://california.tylerhost.net/SRL/SRL/ExecuteInterview
https://california.tylerhost.net/SRL/SRL/ExecuteInterview
https://www.courts.ca.gov/find-my-court.htm?query=browse_courts
https://www.courts.ca.gov/find-my-court.htm?query=browse_courts
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codes_displaySection.xhtml?lawCode=FAM&sectionNum=3200.5.
https://www.courts.ca.gov/find-my-court.htm?query=browse_courts
https://www.courts.ca.gov/find-my-court.htm?query=browse_courts


합의서를 통한 명령 변경 
귀하와 상대 당사자가 합의할 경우: 

• 합의 내용을 문서화하십시오.       
양식 FL-350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하십시오. 
 

 합의서 준비 및 제출 방법을 알아보십시오. 
 
주: Local Child Support Agency(지역 아동 지원 부처)가 귀하의 사건에 개입된 경우, 해당 
부처도 합의서를 승인해야 합니다. 
 
법원에 명령 변경을 요청하십시오. 
귀하와 상대 당사자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귀하는 반드시 법원에 명령 변경을 
요청해야만 합니다. 법원 요청을 위해서 귀하는 2개의 법원 양식을 기입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그 후 귀하는 법원 출두일을 지정 받게 될 것입니다.  
 
 자녀 양육비 명령 변경을 법원에 요청하는 방법을 알아보십시오. 
귀하는 무료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온라인으로 양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양식 작성을 
마친 후, 작성된 양식을 반드시 인쇄해야 합니다. 일부 법원의 경우, 귀하는 해당 양식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e-file”이라고 불림). 
 
지체하지 마시고 법원에 명령 변경을 요청하십시오. 
법원은 자녀 양육비의 금액을 귀하의 변경 요청 양식에 기재된 날짜로부터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양식에 기재된 날짜 이전의 금액에 대해서는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 3월 1일에 실직했고, 
• 7월 1일에 자녀 양육비 변경 요청 서류를 제출할 경우 

 

법에 의거 판사는 귀하의 자녀 양육비 금액을 7월 1일부터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3월에 실직했음에도 불구하고, 판사는 귀하의 3월~6월 사이의 자녀 양육비 금액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도움 요청 
무료 도움: 모든 카운티에는 절차를 설명하고 양식 작성을 도와주는 가족법 조력자가 
있습니다. 카운티 상황에 따라, 해당 조력자 서비스가 여전히 제공되거나, 온라인 또는 
전화로 도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우리 카운티의 조력자를 
찾아보세요. 
 
지역 아동 지원 부처: Local Child Support Agency(지역 아동 지원 부처)가 귀하의 사건에 
개입된 경우, 해당 부처가 귀하의 자녀 양육비 삭감을 돕거나 면허 정지 등과 같은 다른 
사안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지역 지원 부처를 찾아보세요. 

https://www.courts.ca.gov/documents/fl350.pdf
https://www.courts.ca.gov/documents/fl350.pdf
https://www.courts.ca.gov/1194.htm#acc11468
https://www.courts.ca.gov/1194.htm#acc11468
https://www.courts.ca.gov/1196.htm
https://www.courts.ca.gov/1196.htm
https://california.tylerhost.net/SRL/SRL/Start?legalProcessKey=Request_For_Order
https://california.tylerhost.net/SRL/SRL/Start?legalProcessKey=Request_For_Order
https://www.courts.ca.gov/selfhelp-facilitators.htm
https://www.courts.ca.gov/selfhelp-facilitators.htm
https://childsupport.ca.gov/find-my-local-agency/
https://childsupport.ca.gov/find-my-local-agency/


부족 및 종족 법원 자료 

Turtle Talk를 방문하여 다음을 알아보세요:  

• 종족 법원(주 내 및 다른 주) 긴급 명령/선언, 그리고 
• CA 부족/ICWA 대표자를 위한 사안을 포함한 아동 복지에 관한 주 법원 항목  

 
오언스 밸리 진로 개발 센터(Owens Valley Career Development Center, OVCDC) 
OVCDC는 아메리칸 인디언을 위한 단체입니다. OVCDC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진로 교육 
• 가정내 문맹 퇴치 
• 언어 및 임시 지원 프로그램 

 
OVCDC는 Fresno, Inyo, Kern, Kings, Tulare, Ventura 그리고 Mono에 센터가 있습니다. 
OVCDC는 빈곤 가정을 위한 부족 임시 지원(Tribal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TANF)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http://www.ovcdc.com/blog/ OVCDC를 방문하거나 1-800-924-
8091로 전화 주십시오. 
 

기타 자료 

• 아동 가족부(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ACF) 북미 원주민 COVID-19 
자료  

•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부족 정부를 위한 FEMA 지원  이 자료표는 전국적인 

COVID-19 긴급 상황 동안 FEMA가 부족 정부에 수령자(Recipients) 또는 대체 

수령자(Subrecipients)로 제공할 수 있는 지원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 국립 아메리칸 인디언 법원 판사 협회 (National American Indian Court Judges 

Association, NAICJA) 부족 법원을 위한 전 세계적 유행병 관련 자료 

 

주거 사안 
 
COVID-19 긴급 상황 중 퇴거 금지 
긴급 상황 중 임대주는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없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긴급 규칙에 따라:  
공공 보건과 안전 보호에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법원은 퇴거 명령을 진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https://turtletalk.blog/covid-19-tribal-documents/
http://www.ovcdc.com/blog/
http://www.ovcdc.com/blog/
https://www.acf.hhs.gov/ana/news/acf-native-american-covid-19-resources
https://www.acf.hhs.gov/ana/news/acf-native-american-covid-19-resources
https://www.acf.hhs.gov/ana/news/acf-native-american-covid-19-resources
https://www.fema.gov/news-release/2020/03/26/coronavirus-covid-19-fema-assistance-tribal-governments
https://www.fema.gov/news-release/2020/03/26/coronavirus-covid-19-fema-assistance-tribal-governments
http://www.naicja.org/
http://www.naicja.org/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jcc.legistar.com%2FView.ashx%3FM%3DF%26ID%3D8234474%26GUID%3D79611543-6A40-465C-8B8B-D324F5CAE349&data=02%7C01%7CGregory.Tanaka%40jud.ca.gov%7Ce00258cc8d424532aa5808d7dd870277%7C10cfa08a5b174e8fa245139062e839dc%7C0%7C0%7C637221444252074925&sdata=oc2OXx7CMCohQj8cfdFjYK29aCa2iStJLM%2FMygEfm3U%3D&reserved=0
http://jccweb2.jud.ca.gov/11529.htm%23Linking_and_Third
http://jccweb2.jud.ca.gov/11529.htm%23Linking_and_Third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임대주가 퇴거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 세입자는 통상적 5일의 기한 동안 이에 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 세입자에 대한 통지 시기는 긴급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시작되지 않을 것입니다. 

 
법원은 다음의 경우에 한해서만 세입자에 대한 결석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공공 보건 및 안전을 위해 퇴거 명령이 필요함; 그리고 
• 세입자가 COVID-19 긴급 상황 중 주지사의 행정 명령(Governor’s Executive 

Order)으로 허용된 연장된 마감일을 포함한 법적 마감일까지 회답하지 않았음 
 
재판일로부터 적어도 60일 전에 
재판이 열릴 경우, 재판은 임대주가 재판을 요청한 후 적어도 60일 이후에 개시되어야 

합니다.  
예외: 공공 보건과 안전 보호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재판은 더 빨리 개시될 수 있습니다. 
 
중요! 세입자는 계속 월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새로운 규칙에 따라 긴급 상황 동안에는 퇴거 명령이 중단됩니다. 그러나 세입자의 월세 

지불 의무까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지사의 행정 명령에 따르면: 
–세입자는 제시간에 월세를 지불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COVID와 관련된 수입 손실로 제시간에 월세를 지불할 수 없을 경우, 세입자는 

반드시: 
• 7일 이내에 임대주에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 COVID와 관련된 수입 손실에 대한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