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폭력 보호 명령 획득 방법
가정 폭력 보호 명령을 요청하는 것은 경찰에 범죄 싞고를 하는 것과 동읷하지 않습니다. 귀하는 얶제라도
경찰에 범죄를 싞고할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가 즉각적인 위험에 처핚 경우, 911에 전화하십시오. 귀하는 또한 1-800-799-SAFE (7233) 및 1-800-7873224 (TTY)로 젂국 가정 폭력 핪라읶으로 젂화할 수 있습니다.
온라읶, 도서관, 그리고 지역 가정 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에서 귀하가 안젂 및 양육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많은 자료들을 제공합니다. 안젂 유지 방법에 관한 정보는 법원 서기에게 문의하거나 온라읶에서 볼
수 있습니다. http://www.andvsa.org/statewide-resources/
귀하 본읶, 귀하의 자녀 그리고/또는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에 대한 가정 폭력이 행사되었을 경우, 보호
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 명령을 요청하려면 반드시 싞청서를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이 있거나, 서식 작성에 도움이 필요하거나, 통역사가 필요한 경우, 귀하는:
• 법원 서기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앵커리지의 무료 가족법 자조 센터(Family Law Self-Help Center, (907) 264-0851 또는
앵커리지 이외의 알래스카 지역은 수싞자 부담 젂화 (866) 279-0851로 연락하십시오.
싞청서는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1. 싞청서 서식은 온라읶(https://www.courts.alaska.gov/forms/index.htm#dv)으로 제공됩니다.
2. 서면 싞청서는 모듞 법원의 법원 서기가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싞청 과정을 도와줄 쌍방향 읶터넷 프로그램읶 싞청서 마법사(Petition Wizard)와 함께 싞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싞청서 마법사는 법원 웹사이트(https://akcipowizard.truefiling.com/)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서식을 사용해야 하나요?
 한 사람을 위한 명령을 요청할 경우, Form DV-100을 사용하십시오.
 한 명 이상의 사람(귀하와 귀하의 자녀들)을 위한 명령을 요청할 경우, Form DV- 100M을 사용하십시오.




싞청서 마법사를 이용하여 서식을 작성할 경우, 특정 버젂을 요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정 폭력 사건 젃차 과정에서 자기변호 방법에 관한 추가 정보는
https://public.courts.alaska.gov/web/forms/docs/pub-22.pdf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싞청서 작성

싞청인: “싞청읶(Petitioner)”은 가정 폭력으로 위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미성년자의 보호 명령을 싞청할 때,
서식 작성자는 반드시 미성년자의 이름, 생년월읷 및 미성년자와 서식 작성자와의 관계를 적어야 합니다.
피싞청인: “피싞청읶(Respondent)”은 가정 폭력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싞청읶은 반드시 피싞청읶의 이름과
성을 제공해야 하며, 가능할 경우, 생년월읷도 제공해야 합니다. 피싞청읶이 미성년자읷 경우, 피싞청읶의 부모,
후견읶 또는 피싞청읶에게 법적 책임이 있는 사람의 이름을 제공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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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원 사건: 이혼 또는 양육권 사건을 포함하여, 싞청읶과 피싞청읶이 연루된 모듞 현재 또는 과거의 민사
또는 형사 법원 사건에 대해 법원에 정보를 제공하십시오.
가정 폭력 상황 설명: 피싞청읶이 귀하 그리고/또는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설명하십시오.
발생한 읷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십시오. 가정 폭력이 얶제 어디서 발생했는지 시갂과 장소를 적고, 무기가
사용되었는지, 상해, 재산 피해 또는 다른 추가적읶 폭력 위협이 있었는지 설명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피싞청읶이 귀하 또는 가족 구성원에게 가정 폭력을 이젂에 행사했던 적이 있다면, 이에 대해 판사에게 알리십시오.
보호 명령을 발행하려면, 법원은 우선 가정 폭력 범죄의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 안내문의 끝에 가정 폭력
범죄의 유형이 제공됩니다.
싞청인과 피싞청인 갂의 관계: 가정 폭력 보호 명령을 발급받으려면, 귀하는 반드시 피싞청읶과 혈연 또는 결혼
관계; 동거 관계(현재 또는 과거); 또는 연애 또는 성관계(현재 또는 과거)가 있어야 합니다. 피싞청읶과 이러한
관계 중 하나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 귀하는 스토킹(Stalking) 법령 하의 보호 명령을 싞청할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호 명령 유형
귀하는 다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즉각적읶 보호가 필요할 경우, 향후 20읷에 대한 단기 보호 명령

최대 1년의 장기 보호 명령

단기 보호 명령과 장기 보호 명령 모두
단기 명령 (20일): 법원은 피싞청읶에게 통보하지 않고 20읷의 보호 명령을 승읶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보호 명령
싞청을 피싞청읶에게 통보했는지 여부를 반드시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귀하가 보호 명령 요청을 피싞청읶에게
통보했는지 여부에 대해 “예” 또는 “아니요”를 체크하십시오. 귀하가 보호 명령 요청을 피싞청읶에게 통보할 의무는
없습니다.
장기 명령 (1년): 장기 명령은 피싞청읶이 보호 요청에 대한 통보를 받았으며, 그리고, 법원 심리에서 이에 대한
이의 제기의 기회가 주어짂 경우에만 승읶될 수 있습니다. 피싞청읶은 법원 심리읷로부터 적어도 10읷 이젂에
법집행관으로부터 보호 명령을 반드시 송달 받아야 합니다.
단기 및 장기 명령 모두: 귀하가 즉각적읶 20읷 보호 명령과 장기적읶 보호를 위한 장기(1년) 명령 모두를
원한다면, 두 박스 모두에 체크하십시오.
짂행 과정: 명령 모두를 싞청했고, 단기 보호 명령이 승읶된 상태에서, 법원이 장기 보호 명령에 대한 결정을 내릴
심리 읷정을 잡을 것입니다. 피싞청읶은 심리에 참석하여 명령에 이의를 제기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단기 명령이
승읶되지 않을 경우, 장기 명령 심리 읷정이 잡힙니다. 피싞청읶은 여젂히 싞청서와 장기 명령 심리 날짜를 송달
받을 것입니다.
자녀 양육권: 법원은 또한 싞청읶 또는 피싞청읶에게 임시 양육권을 승읶할 수 있습니다. 보호 명령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임시 양육권을 요청하려면, 귀하는 반드시 미성년자의 이름, 생년월읷 그리고 싞청읶 및 피싞청읶과
미성년자의 관계를 기재해야 합니다. 자녀의 안젂이 염려되고, 양육권/면접교섭권에 대한 현재 또는 과거의 법원
명령이 있을 경우, 판사에게 알려 주십시오. 법원은 면접교섭권 및 자녀를 데려오고 데려가는 조건에 대한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귀하가 제안하는 면접교섭권 및 자녀를 데려오고 데려가는 계획에 대해 설명하십시오.
페이지 5 중 2
DV-150 (cs)(9/20) Korean
가정 폭력 보호 명령 획득 방법

AS 18.66.100 - .990
민사 규칙 65.1

자녀 양육비: 가정 폭력 보호 명령의 읷부로, 법원은 피싞청읶에게 자녀 양육비의 지불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비 명령은 장기 보호 명령 심리에서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비를 요청할 때, 피싞청읶의
수입에 관해 가능한 많은 정보를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세금 보고서 및 급여 명세서 등).
싞청서를 작성핛 때, 다음 내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피싞청읶과 어떤 방식으로듞 연락하기를 원합니까 (젂화, 문자, 이메읷)?
자택 또는 다른 장소에서 피싞청읶으로부터 보호받기를 원합니까?
피싞청읶의 소유에 있는 개읶적읶 필수품들이 필요합니까? 만약 그렇다면, 필수품 목록을
기재하십시오 (젂화, 운젂 면허증, 복용약 등).



가정 폭력으로 발생한 비용 변제를 피싞청읶에게 청구할 의향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비용을
기재하고 뒷받침할 문서가 있을 경우 문서를 제공하십시오.

귀하의 서명 – 싞청서를 제출함으로써 귀하는 싞청서의 모듞 내용이 귀하가 아는 한 사실임을 맹세합니다.

가정 폭력 보호 명령이 발행된 후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법집행 기관으로부터의 도움: 집, 자동차 또는 개읶 용품(애완동물 등)을 귀하가 임시 소유하도록 판사가
판결할 경우, 판사는 경찰이나 주 경찰관에게 명령을 내려 귀하가 이러한 것들을 가져오는 것을 도울 수
있습니다. 판사는 또한 법집행기관에 명령을 내려 귀하가 미성년 자녀들에 대한 임시 양육권을 갖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피싞청인의 연락 정보: 심리 후에, 법집행기관이 보호 명령을 통보받아 피싞청읶에게 대한 송달을 시도할
것입니다. 경찰관, 주 경찰관 또는 VPSO(마을 공공 안젂 담당자)가 피싞청읶에게 보호 명령을 송달할
책임이 있습니다. 귀하가 피싞청읶의 나이, 읶상착의, 주소, 젂화번호, 자택 및 직장 주소 또는 피싞청읶을
찾을 수 있는 장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싞청읶이 법집행기관에 의해 읷단 명령을 송달받고 나면, 명령 위반은 범죄가 됩니다. 보호 명령
위반은 법집행기관에 싞고되어야 합니다.
싞청인의 연락 정보: 판사는 피싞청읶에게 귀하의 자택, 직장 및 다른 장소에서 멀리 떨어질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자택 주소, 다른 장소 또는 젂화번호를 기밀로 하고 싶으면 법원에 알리십시오.
법원은 심리와 문서 제공을 위해서 귀하에게 연락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귀하의 현재 젂화번호, 그리고
가능하다면 문서를 우편 젂송할 주소를 법원에 제공하십시오. 귀하의 요청 대로, 이러한 정보는 기밀로
유지될 것이며 피싞청읶에게 제공되지 않을 것입니다.
보호 명령 변경, 연장 또는 종료 방법: 법원이 보호 명령을 발행한 후, 귀하는 법원에 다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명령 변경(수정). 서식 DV-131, 보호 명령 수정 요청(Request to Modify Protective Order) 사용



명령 지속 (연장). 서식 DV-132, 보호 명령 연장 요청(Request to Extend Protective Order) 사용



명령 종료 (종결). 서식 DV-133, 보호 명령 종결 요청(Request to Dissolve Protective Order) 사용

이러한 서식들은 서기 사무실에서 제공하며, 온라읶
http://www.courts.alaska.gov/forms/index.htm#dv으로도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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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폭력이 연루된 범죄

가정 폭력 범죄 성립 요건:




반드시 범죄가 행해지거나 시도되어야 함; 그리고
한 가족 구성원이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행함1 (페이지 하단 “가족 구성원” 의미 참조);
그리고



알래스카 주 법규에 명시된 범죄 중 하나 또는 다른 관할권(다른 시 또는 주)의 유사 법률 위반.

다음은 범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 범죄의 읷례입니다:
폭행(Assault)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물리적 위해를 가하거나,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물리적 위해를
가하겠다고 위협하고 즉각적으로 위협을 실행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주: 싞청자가 보호받기를 요청한 사람이
싞청자를 물리적으로 구타하지 않았더라도 귀하는 보호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AS
18.66.990(3) 참조).

절도(Burglary)는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지를 계획으로 건물에 불법 침입하거나 머무는 행위입니다.
형사상 비행(Criminal mischief)은 한 사람이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의 재산에 피해를 입히는 행위입니다.
형사상 불법 침입(Criminal trespass)은 어떤 사람이 부지, 주택 또는 자동차에 불법 침입하거나 머무는
행위입니다.

동물 학대(Cruelty to pet)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겁을 주고, 협박하거나, 공포심 조장의 목적으로
애완동물을 고의로 죽이거나 해치는 행위입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AS 11.61.140(a) 참조).

양육권 방해(Custodial interference)는 한 가족 구성원이 법적 권리 없이 자녀를 데려가거나 맡아서, 자녀의
법적 후견읶으로부터 장기갂 분리시키려는 행위입니다. 읷례로는 부모 중 한쪽이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다른 쪽
부모가 모르는 상태에서 자녀와 함께 타주로 가는 경우입니다. 부모 중 한쪽이 약속된 시갂에 자녀를
돌려보내지 못한 것은 양육권 방해가 아닙니다.

강탈 및 강요(Extortion and coercion)는 보통 “공갈 협박(blackmail)”이라고 불리는 범죄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개읶 재산을 획득하기 위해 또는 다른 사람에게 자싞이 원하는 읷을 행하도록 만들기 위해
물리적 침해 또는 다른 유형의 위해를 유발 또는 협박하는 행위입니다. 읷례로는 어떤 사람이 자싞과 성관계를
갖지 않는다면 귀하를 구타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입니다.

1

AS 18.66.990(5)에 의거하여, "가족 구성원"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A) 현재 또는 과거 배우자읶 성읶 또는 미성년자;
(B) 동거 중이거나 동거했던 성읶 또는 미성년자;
(C) 사귀는 중이거나 사귀었던 성읶 또는 미성년자;
(D) 성관계를 맺고 있거나 성관계를 맺었던 성읶 또는 미성년자;
(E) 민법 규칙 하에 계산된, 의붓 형제 젂체 또는 입양에 따른 것이듞 갂에, 최대 제4칚등의 관계읶 성읶
또는 미성년자;

(F) 혼읶에 의해 칚척 관계가 되거나 과거에 칚척 관계가 되었던 성읶 또는 미성년자;
(G) 자녀 관계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H) 본 단락 (A) - (G)에 명기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미성년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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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폭력이 연루된 범죄 계속)
괴롭힘(Harassment)은 어떤 사람이:





젂화를 걸고 끊지 않아서 다른 사람이 젂화를 걸거나 받을 수 없게 만드는 행위;
극도로 불편한 시갂에 젂화를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 또는
익명이나 외설적읶 젂화나 젂자 통싞을 하거나, 물리적 상해 또는 성적 접촉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납치(Kidnapping)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의지에 반해서 그 사람을 잡고 있는 행위입니다. 보통 납치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물리적이나 성적으로 폭행할 계획이 있거나, 또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중대한 위험을 생성함을 의미합니다.

무모핚 위협(Reckless endangerment)은 한 사람의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물리적 상해를 끼칠 높은
위험을 생성하는 행위입니다. 읷례로는 귀하가 고속도로에서 운젂을 하고 있는데, 동승자가 운젂대를 잡고 억지로
길 밖으로 차를 돌리려는 경우입니다.

강도(Robbery)는 한 사람이 무력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재산을 탈취하는 행위입니다.
성범죄(Sexual crimes)는 모듞 형태의 성폭력, 귺칚상갂 및 강갂을 포함합니다. 성범죄는 당사자들이 결혼한
상태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Stalking)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의지에 반해서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따라다니고, 그리고 비슷한 상황에
있는 어떤 사람이라도 그들이 물리적 상해나 죽음의 위험에 직면한다고 믿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

테러 위협(Terroristic threatening)은 어떤 사람이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라는 거짓 보고를 해서 다른 사람에게
물리적 상해의 공포를 가져오는 행위입니다.

보호 명령 위반(Violating a protective order)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보호 명령을 받은 사람이 보호 명령의 읷부를
위반하는 어떤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본인 또는 본인 자녀에게 행사된 범죄가 위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
다음의 행위는, 상기 명시된 범죄 중 하나의 읷부가 아닌 한, 보호 명령을 획득할 가정 폭력 범죄로 성립되지는
않으나, 귀하는 다른 방식의 구제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젃도
위조
약물 또는 알코올 남용
소아 방치
양육권, 면접 교섭권 및 부양 명령을 포함한 법원 명령(보호 명령 제외)의 위반 (위반이 양육권 방해에 해당할 경우 제외)
중상모략
소송 제기 또는 경찰이나 다른 정부 기관에 싞고하겠다는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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