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역별 카운티 법원에서 정규 업무 시간 
중에 임시 접근 금지 명령(Temporary 
Restraining Order, TRO)을 신청할 수 
있으며, 업무 시간 이후나 주말, 연휴에는 
각 지역 경찰서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고하려는 사건과 신청자에 대한 가해자의 
가정 폭력 전력을 상세히 기술해야 하며, 
기술 시에는 협박이나 재산 피해, 괴롭힘, 
신체적 폭력 등은 물론 과거 사건 전력에 
대한 내용도 모두 포함해주십시오. 판사는 
신청을 심리한 후 TRO를 발부하며, 이후 
10일 이내에 최종 심리가 진행됩니다. 
귀하가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북동부 
뉴저지 법률 서비스(Northeast New Jersey 
Legal Services, NNJLS)에서 귀하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가정 폭력 피해자에 
해당하지 않는 성폭력 피해자도 가해자와의 
관계에 상관없이 임시 보호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꼭 있어야 합니까? 

 
법원에서 변호사를 필수로 요구하지는 
않지만, 권장되는 사항입니다. 가정 폭력은 
심각한 사안이며, 법원에서는 이를 근거로 
접근 금지 명령이나 양육권, 자녀 양육비 
혹은 배우자 수당 그리고 임시 재산 소유권 
등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가정 
폭력 관련 법률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북동부 뉴저지 법률 서비스의 변호사들은 
귀하의 권리인 법률적 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가정 폭력 혹은 성폭력의 
피해자입니까? 

 
 

각 지역 NNJLS 사무소에 
연락하십시오. 

 
NNJLS 

Bergen County Division 
190 Moore Street, Suite 100 

Hackensack, NJ 07601 
전화: 201-487-2166 
팩스: 201-487-3513 

 
NNJLS 

Hudson County Division 
574 Summit Avenue 

Jersey City, NJ 07306 
전화: 201-792-6363 
팩스: 201-798-8780 

 
NNJLS 

Passaic County Division 
152 Market Street, 6th Floor 

Paterson, NJ 07505 
전화: 973-523-2900 
팩스: 973-523-9002 

 
www.northeastnjlegalservices.org  

 
 

북동부 뉴저지 법률 서비스는 공정한 기회를 
추구하고 차별 철폐를 실천하는 기관으로 인종, 
피부색, 성별, 연령, 장애, 종교, 출신 국가 또는 성적 
지향과 관계없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률 서비스 
 

모두에게 평등한 정의 

 

50주년 기념 
 

가정 폭력 피해 법률 대리 프로젝트 
 

버건, 허드슨, 퍼세이익 카운티 내 저소득 
가정 폭력 피해자들에게 무료 법률 

서비스 제공합니다. 
 
 

www.northeastnjlegalservices.org 

 
  



가정 폭력이란 무엇입니까? 
 
가정 폭력은 위협, 강압 및 폭력적 양상을 
포함한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폭력 및 
구타를 당해야만 가정 폭력의 피해자인 
것은 아닙니다. 가해자로부터 언어, 감정 
및/또는 신체적 폭력이나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귀하는 뉴저지 법에 따라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가정 폭력 접근 금지 명령의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범죄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괴롭힘  
• 불법 감금 
• 폭행 
• 고의적 기물 손괴 
• 살인  
• 불법 성행위 
• 스토킹 
• 불법 구속 
• 납치 
• 테러 협박 
• 음란죄 
• 성폭행 
• 절도  
• 불법 침입 
• 불법 강요 
• 강도 
• 사이버 폭력  
• 법정 모독 
• 기타 위해 위험이 있는 범죄 

 가정 폭력이 발생하면 먼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즉시 경찰을 부르십시오(911)! 경찰은 법을 
집행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귀하에게 눈에 보이는 상처가 있는 경우 
또는 가해자가 무기를 사용했거나 현재 
접근 금지 명령을 위반했다고 추정할 
근거가 있을 경우 가해자를 체포해야 
합니다. 또한, 경찰은 가해자 체포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인 귀하에게 가해자에 
대한 형사 고소 및 가정 폭력 고소를 
제기할 권리를 서면으로 공지해주어야 
합니다. 가정 폭력 고소를 제기하면 
법원에서 고소를 접수해 임시 접근 금지 
명령(TRO)을 발부하고, 이후 해당 고소 
사건에 대한 최종 심리가 진행됩니다. 
법원이 TRO를 발부하면 귀하는 법적으로 
최종 심리가 진행될 때까지 가해자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NNJLS로 연락하십시오! 귀하가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소송 및 사건에 대한 
상세 내용을 논의할 수 있도록 변호사를 
배정해드립니다. 배정된 변호사는 관련 
법률과 귀하의 권리를 설명하고 최종 
심리에 대비해 법률 상담을 제공하며, 
법원에서 귀하를 대리해줄 변호사를 
제공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 신청을 왜 해야 
합니까? 

 
접근 금지 명령은 가해자와의 접촉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귀하를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접근 금지 명령이 
발부된 가해자는 귀하에게 전화하거나 
직장, 학교 또는 자택에 찾아올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법정 모독으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주 세입자가 아닌 
경우라도 귀하의 주거지에 가해자가 
출입할 수 없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임시 양육권은 일반적으로 
피해자에게 부여됩니다. 가해자에게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이 허용될 경우, 
피해자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는 방식으로 
면접교섭이 진행되며, 법원은 사건에 따라 
가해자가 자녀와 피해자에 대한 양육비 및 
수당을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NNJLS는 귀하의 지역에 있는 
여성보호센터 및 기타 가정 폭력 
프로그램에 귀하를 소개해드릴 수 
있습니다. 
 
지역 사회 단체에 대한 상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락해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