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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책자는 가정 폭력의 피해자들에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정보와 도움이 되는 대처 방안을 알리기 위해 제
작되었습니다. 법은 계속 개정되므로 본 책자에 나온 정보가 최신 정보라고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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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부 – 가정 폭력의 개요 
 
본 책자는 가정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는 분들을 돕기 위해 제작되었습니
다. 또한 학대 받은 피해자가 메릴랜드에서 받을 수 있는 법적 보호와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한 절차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정 폭력은 범죄이며 메릴랜드 주법에서는 학대 받은 피해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형사 및 민사적 방법을 모두 제공하고 있습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배우자 
또는 애인에게 자신들을 학대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거나 자신들이 폭력을 감당
하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폭력적인 관계에 맞서는 가장 첫 걸음은 
이런 폭력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일입니다.  
 
이 책자에서는 학대 또는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법원의 보호 명령을 얻기 위해 첨
부할 수 있는 법적 청원을 포함한 법률적 보호에 관한 개요와 함께 메릴랜드 주 전
체에 있는 가정 폭력 프로그램의 목록을 부록에 첨부하였습니다. 특정한 법을 참
조했는데, 참조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Annotated Code of Maryland의 Family Law
 Article을 참조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공공 도서관에는 Annotated Code of Maryla
nd가 비치되어 있으며 Annotated Code of Maryland가 비치된 법률 도서관의 목록
이 있고 대중이 이용 가능한 도서관의 목록은 책자 뒤에 나와 있습니다.  기타 정보
 및 법률 도서관의 목록은 "People's Law Library"의 웹사이트인 www.peoples-
law.org를 참조하십시오.  
 
폭력 및 학대 행위는 관계를 지속하는 중 어느 때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
하셔야 합니다. 함께 있는 동안 계속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 수록 점점
 심해지거나 잦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 폭력의 피해자들은 자신과 자
녀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행동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학대자
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행동을 취하면 학대가 더욱 심해질 수도 있다는 일부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는 사전에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신적
 또는 재정적 지원이나 쉼터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기
관과 조직의 목록이 본 책자 뒤에 나와있습니다. 이 곳으로 연락을 취해 보십시오. 
 더 큰 가정 폭력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 법률적 도움과 대리를 찾는 것도 생각
해볼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
다. 

 
학대의 정의 
 
가정 폭력은 어떤 형태로든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며, 그 중 일부는 범죄적 행동입
니다. 학대자가 조종하는 행동이라 할지라도 일부는 범죄적 행동이 아닐 수도 있
습니다. 
 
학대 행위에는 신체적 학대뿐 아니라 다음과 같은 정신적 학대가 포함될 수 

http://www.peoples-law.org/
http://www.peopl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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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 모멸감을 주는 언사/모욕/욕설 
• 가족 및 친구와의 접촉을 제한 
• 자신의 시간 및 행동을 제약 
• 재정적으로 제약 
• 헤어질 경우 자살하겠다는 위협 
• 피해자가 학대를 초래했고, 학대를 받을만한 일을 했다는 비난 
• 중요하고 의미 있는 소유 재산을 파괴 
• 자녀 또는 애완 동물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위협 
• 치료를 받지 못하게 제지 

 
이런 학대 행위는 신체적 폭력과 동반하거나 또는 신체적 폭력으로 이르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체적인 폭력인 학대 행위는 4-501항에 "학대"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본 항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심각한 신체적 손상을 초래하는 행동 
• 심각한 신체적 손상이 임박했다는 두려움을 주는 행동 
• 모든 종류의 폭행 
• 강간 또는 성폭행 
• 불법 구금 
• 스토킹 
• 힘이 약한 성인 또는 아동에 대한 학대 

 
"학대"에는 기, 때리기, 주먹으로 치기, 질식시키기, 목 조르기 및 기타 다양한 형
태의 폭행이 포함되며, 법률 용어로는 부상 또는 공격적인 접촉이 수반된 원하지 
않는 신체적 접촉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신체적 폭행에 대한 언어적 위협과 함께 
수반되며, 이 위협이 현실화될 명백한 가능성이 있는 폭행이 포함됩니다. 
 
"성폭행"에는 상호 동의 없이 강제적 또는 위협을 통해 이루어지는 원치 않는 성적
 행동(접촉, 키스, 애무)가 포함됩니다. 
 
"스토킹"에는 상대가 부상 또는 살해의 위협을 느끼도록 쫓거나 접근하는 유형이 
포함됩니다. 
 
법에 의해 보호되는 관계 
 
4-501(h)항에 의하면 특정한 사람들만이 학대자로부터 보호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잠정적 보호 명령, 임시 보호 명령 또는 최종 보호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재 또는 과거 배우자가 폭행하는 경우 
• 학대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고 지난 1년 간 최소 90일을 함께 지낸 경우 
• 학대자와 혈연, 결혼 또는 양자 결연 등으로 관련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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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대자와 부모, 양부모, 자녀 또는 양자녀 관계이며 지난 1년간 최소 90
일을 함께 지낸 경우 

•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성인 
• 학대자와의 결혼 여부에 관계 없이 학대자와의 사이에 자녀가 있는 경
우 

 
평화 명령 상태에서 메릴랜드 법령의 법원 및 관할권 소송 절차(Courts and Judici
al Proceedings Article of the Maryland Code) 조항의 3-
1501항에 의하면 다른 사람들도 법원에 폭행 구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평화 명
령은 데이트는 했지만 함께 살지 않았고 둘 사이에 자녀가 없는 경우에 받을 수 있
습니다. 
 
 
제 2부 – 안전 및 보호 

 
우발적인 폭행 직후 해야 할 일 

 
경찰에 전화 

전화에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되면, 우선 해당 지역 경찰 또는 911, 응급 전화 
번호로 전화한 후 이 사건에 대해 보고합니다. 이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는 경찰관
에게 폭행에 대해 가능한 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학대자가 눈 부
위를 때린 후 죽이겠다고 협박한 경우, 사실 그대로 진술하셔야 합니다. 경찰관에
게 이 사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달라고 부탁하십시오. 경찰관은 형사 재판을 
제기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보고서 번호를 알려줄 것입니다. 경찰 보고서 번호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요청하십시오. 경찰이 학대자를 체포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폭행 당한 당사자의 결정에 따릅니다.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하루 동안 형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 소송 제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찰은 "중죄"가 발생했다는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영장 없이 학대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중죄란 살해 의도, 살해 시도 또는 강간이 수반된 폭행과 같은 심각한
 범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학대자가 귀하를 칼로 찌른 경우, 이는 "살해 의도
가 있는 폭행"으로 간주되어 경찰이 영장 없이 학대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경범죄는 벌금이나 짧은 징역형을 받는 덜 심각한 범죄입니다. 경찰이 범죄 현장
에 있었던 경우에는 경범죄로 체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은 피해자가 범죄 발
생 48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함께 사는 사람들 사이에 사건이 발생한 경우 영장 없
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에게는 다음과 같은 상당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
다. 

• 학대자가 피해자를 폭행했음 
• 신체적 부상의 증거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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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대자를 즉시 파악할 수 있는 경우, 학대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피
해자에게 부상을 초래하거나 피해자 또는 그 누구의 재산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학대자가 증거를 훼손하거나 버린 경우 등이 아닌 경우 

형법 제 27조, 594B항 참조 
 
4-511항에 따르면 경찰관은 가정 폭력에 관한 법령에 따라 가정 폭력이  
발생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거나 또는 경찰관이 직접 총기가 사용되는
 것을 목격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총기류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발부한 소환장 없이도 경찰관이 귀하를 위해 작성한 사건 보고서 사본을
 입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경찰관은 귀하에게 권리 및 선택 사항을 서면 통지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해당 지역의 가정 폭력 프로그램의 전화 번호도 포함됩니다. 이 
정보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요청하십시오. 
 
의료 지원 

폭행을 당한 경우에는 병원 응급실 또는 개업의에게서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진
단서 사본을 확보하십시오. 가능하다면 다른 사람에게 폭행의 흔적, 멍 또는 학대
자가 초래한 부상을 사진으로 찍고 폭력으로 인해 손상된 집안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두도록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십시오. 
 
집 떠나기 

집안에 머무는 것이 안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친구, 친척 또는 해
당 지역의 가정 폭력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쉼터를 찾아 보십시오. 가정 폭력 피
해자를 위한 쉼터의 목록이 이 책자 맨 뒤에 나와 있습니다. 경찰은 귀하가 개인 소
지품과 옷과 함께 아이들의 물건을 함께 챙길 수 있도록 집까지 동행해야 합니다.  
 
가정을 떠나야 하는 경우에는 학대자가 귀하가 집으로 돌아오도록 위협하기 위해 
아이들을 이용하 수 있으므로 함께 데려가야 합니다. 학대자에게 자녀의 친권이 
돌아가도록 법원의 친권 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는 일단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긴급하게 집을 떠나야 하는 경우에는 사회 보장 카드, 출생 신고서, 법률 서류, 식
량 배급표, 진료 기록, 증서, 임대차 계약서 및 전화 번호와 같이 중요한 서류를 모
두 함께 모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십시오. 본 책자 말미에 나
와 있는 기관들은 응급 상황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안전 계획"을 세울 수 있도
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귀하와 자녀의 안전을 보호할 뿐 아니라 학대자에 대항하여 사용할 수 있는 증거
를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학대자가 부순 물건이나 학대자가 귀하에게 사용
한 무기는 무엇이라도 보관해 두십시오.  이런 물건들은 형사 재판을 하거나 민사 
보호 영장을 받기 위한 청문회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부상 부위를 사
진으로 찍어 두십시오. 학대자의 불법 행동을 목격한 목격자의 이름과 주소를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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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미 연방 검사실에서 학대자를 형사 고발하는 경우에는 이 
정보를 미 연방 검사실에 제출하여 증인을 소환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
니다. 이 정보는 보호 명령을 받는 데도 유용하게 사용되며 더 나아가 이혼 소송이
나 친권 소송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 고발 제기 절차 
 
신체적으로 학대를 받거나 위협을 당한 경우에는 학대자를 대상으로 형사 고발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폭행, 집요한 전화, 사유 재산의 고의적 파손, 불법 침입 및 괴
롭힘 등이 바로 전형적인 경범죄 고발 대상입니다. 이 과정에서 무기가 사용된 경
우에는 학대자를 살해 의도를 가진 폭행과 같은 중죄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학대
자가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 했다면 성폭행으로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Maryland C
ode의 제 27조에는 성 폭행을 단계별로 분류해 놓았습니다.  

 
경찰 보고서 입수 

폭행 현장에서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범죄가 발생한 해당 관할 경찰소
에서 경찰관에게 "사건 보고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폭력 행위에 대해 가
능한 한 명확하고 세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학대자가 폭행
한 부위, 때린 횟수, 손바닥으로 때렸는지, 주먹으로 때렸는지 와 무기를 사용했는
지 등을 자세히 진술하십시오. 사건 보고서의 사본을 꼭 요청하십시오.  
 
법원 대리 판사 사무실 방문 

경찰서에서 법원 대리 판사 사무실이 어디 있는지 알아보십시오(보통 경찰서에 있
거나 법원에 있습니다). 대리 판사에게 경찰 보고서, 본인이 작성한 고발장, 사건의
 세부 사항 및 기타 범죄 증거를 모두 함께 제출하십시오. 그리고 양식에 사건이 발
생한 순서대로 자세히 적으십시오. 대리 판사는 특정 날짜에 학대자를 법원에 출
도록 하는 소환장을 발부하거나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학대자를 체포하도
록 하는 영장을 발부할 것입니다. 대리 판사가 고발장을 접수하면 귀하에게 법원
에 출석할 날짜를 알려줄 것입니다. 이 정보는 귀하에게 제시되는 고발장 사본에 
모두 나열됩니다. 대리 판사는 고발장 접수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는 대리 판사에게 고발장 접수를 거부한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법원 대리 판사 사무실의 위치를 아시려면 법원 웹사이트인 www.courts.state.md.
us에서 법원(Courts)을 누른 후, 지방 법원(District Courts)을 누르고 대리 판사(Co
mmissioners)를 누르십시오. 
 
 
학대자에 대한 형사 고발 제기로 안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 고발을 제
기하기로 한 귀하의 결정에 학대자가 폭력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
하십시오. 대리 판사가 학대자에게 소환장을 발부하면 학대자는 법원 청문회까지 
자유의 몸이 되므로 안전이 위협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대리 판사가 학대자를 체

http://www.courts.state.md.us/
http://www.courts.state.md.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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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하도록 영장을 발부한 경우에는 학대자가 체포되기 전에 귀하와 만나기 위해 시
도할 수도 있습니다.  학대자가 체포된 이후에도 학대자가 감금 상태에서 벗어났
을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시려면 
본 책자의 뒤에 나와 있는 기관에 연락을 해 보십시오. 
 
형사 소송과 함께 진행하는 경우에는 미 연방 검사가 학대자에 대한 사건을 기소
하기 때문에 귀하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미 연방 검사에게 
협조하고 검사에게 귀하가 가지고 있는 증거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귀하에게 유
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검사보도 귀하가 훨씬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종류의 도움을 제공하면 기소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가
능성이 높아집니다. 명심하십시오. 귀하에게는 폭행으로부터 벗어날 권리가 있으
며 형사 고발은 향후 발생할 폭력에 대항하는 가장 효과적인 억제책이 될 수 있습
니다. 
 
학대자를 형사적으로 기소하는 데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걸림돌은 바
로 상대가 귀하를 상대로 형사 고발 제기를 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그리 흔
한 경우는 아닙니다. 학대자는 귀하에게 겁을 주어 고발을 취소하도록 만들 수 있
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학대자가 귀하를 상대로 형사 고발을 제기하는 경우
에는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연락하거나 변호사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선 변호사 사무실로 연락해 보십시오.  
 
형사 사건의 피해자 겸 증인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형사 재판 과정에서 귀하를 
도와줄 수 있는 피해자 서비스 코디네이터를 제공해야 합니다. 해당 지역 카운티의
 주 검사실을 통해 피해자 증언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부부간 강간 
 
남편이 배우자를 강간한 경우, 남편은 특정 상황 하에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양자
가 서로 함께 살고 있으며, 배우자 강간으로 기소될 남편이 아내의 동의 없이 아내
의 의지에 반하여 성관계를 가진 경우입니다. 양자가 서로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경
우, 남편이 기소되는 경우는 1) 남편과 배우자가 성관계 없이 "별거" 중이었으며, 
별거 동의서가 있는 경우, 또는 2) 남편과 배우가 성 폭행이 있기 직전 3개월 이상 
동안 별거 동의서는 없지만 성관계 없이 별거 중이었던 경우입니다. 부부간 강간 
조항에 관해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Maryland Criminal Code의 제 27조
 464D항을 참조하십시오. 
 
 
민사 재판 제기 
 
가정 폭력에 대항한 보호 명령 

형사 소송 제기에 추가하여 가정 폭력에 대항한 보호 명령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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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자와 함께 다음과 같은 관계를 유지한 경우에는 법률에 의거하여 보호 명령에
 의해 보호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호 명령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 학대자의 현재 또는 과거 배우자인 경우 
• 학대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고 지난 1년 간 최소 90일을 함께 산 경우 
• 학대자와 혈연, 결혼 또는 양자 관계로 연결된 경우 
• 학대자와 부모, 양부모, 자녀 또는 양자녀 관계이며 지난 1년간 최소 90일
을 함께 지낸 경우 

•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성인 
• 학대자와의 사이에 자녀가 있는 경우 
• 신체적으로 약한 성인 또는 미성년 자녀를 위해 보호 요청을 제기한 경우 
4조-501(h) 참조. 

 
보호 명령을 받는 방법 

잠정적 보호 명령(IPO), 임시 보호 명령(TPO) 및 최종 보호 명령(FPO)를 받는 과
정에는 2단계 혹은 3단계가 있는데, 이 모두 판사, 판사 보좌관 또는 대리 판사의 
청문회를 거쳐야 합니다. 
 
임시 보호 명령 청문회 및 명령 

임시 보호 명령은 학대자가 참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할 수 있는 궐석("상대방 
없음") 형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임시 보호 명령을 얻기 위해서는 재판 시간 중에 민사 지방법원이나 순회 재판소
의 서기 사무실에서 폭행과 보호가 필요한 이유를 자세히 기술한 가정 폭력으로부
터 보호 청원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 양식에서 과거 가정 폭력 사건을 포함하
여 폭력 사건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하도록 하십시오. 법
원에서 명령을 내려 주기를 원하는 사항을 표시할 수 있도록 확인란이 있습니다(
이를 "구호"라고 부릅니다). 임시 보호 명령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학대자에게 앞으로 더 이상의 학대와 학대에 대한 위협을 중단하도록 명령 
• 학대자에게 피해자에게 접촉, 접촉 시도 또는 폭행을 그만 두도록 명령 
• 학대자에게 귀하의 주거지에 들어가지 말도록 명령 
• 학대자와 피해자가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주택 임시 주거 및

 소유 권한을 주어 학대자에게 즉시 집을 떠나도록 명령합니다. 피해자의 
이름이 임대차 계약서 또는 집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또는 피해자가 학
대자와 함께 지난 1년 중 최소 90일 이상을 함께 살았어야 본 구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학대자로 하여금 귀하의 직장, 학교, 또는 임시 거주지, 아동 보호소 또는 기
타 다른 가족의 거주지에 접근하지 말도록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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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 자녀에 대한 임시 친권을 귀하 또는 학대자에게 양도합니다.  
4조-505(a)(2) 참조. 

 
임시 보호 명령 청문회 

서기가 판사에게 청원서를 제출하면 청문회는 탄원서를 제기한 날과 같은 날 열리
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학대자는 본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판사에게 귀하
가 당한 학대의 괴로움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판사에게 이 사건에 대
해 할 수 있는 한 모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귀하가 학대를 받았다고
 믿을만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판사가 임시 보호 명령을 내리게 됩
니다. 판사는 임시 보호 명령을 내림과 동시에 최종 보호 명령 청문회를 개최할 날
짜를 지정하게 됩니다. 이 날짜와 시간은 임시 보호 명령서 사본에 등재됩니다. 귀
하의 사건에서 임시 보호 명령을 요청한 경우에는 진술을 하기 위해 청문회에 반
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재판정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임시 보호 명령이 거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시 보호 명령이란 법원이 양측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양
측이 최종 청문회에 제시하는 증거를 살펴보기 전까지 임시로 보호를 해주는 제도
입니다. 임시 보호 명령은 최종 보호 명령 청문회까지만 효력이 있습니다. 최종 보
호 명령 청문회는 보통 일주일 후에 개최됩니다. 지속적인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최종 보호 명령 청문회에 참석해야만 합니다.  
 
서기는 법 집행 기관에 임시 보호 명령서의 사본을 제공하여 이를 학대자에게 전
달하도록 합니다("서비스"라고 함). 대부분의 관할권에서 해당 지방 경찰소 또는 
보안관 사무실에서 이 업무를 진행합니다. 귀하는 학대자가 있을 것으로 짐작되는
 모든 주소를 법원에 제공해야 합니다. 임시 보호 명령은 학대자가 이 명령서를 받
는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임시 보호 명령서가 효력을 발휘하는 동안에는, 
즉 일반적으로 7일 동안 학대자는 귀하에게 접근을 해서는 안되며 최종 보호 명령 
청문회가 열릴 때까지 귀하에게 연락을 해서도 안 됩니다. 학대자가 연락을 취할 
경우 즉시 경찰에게 전화를 하십시오. 학대자가 어떤 형태로든 임시 보호 명령을 
어긴 경우(이 상황이 친권과 관계된 경우는 제외)에는 학대자는 경범죄로 기소될 
수 있으며 유죄가 증명될 경우에는 벌금 및/또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학
대자가 임시 보호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경우 판사는 이 임시 보호 명령을 최대 30일
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탄원을 제기한 귀하는 학대자가 임시 보호 명령을 지키
지 않은 것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청문회에 참석하여 판사에게 명령을 연장해줄 
것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최종 보호 명령 청문회 

임시 보호 명령을 내린 후 약 7일 후에 판사 앞에서 최종 청문회가 개최됩니다. 최
종 보호 명령을 얻기 위해서는 탄원자인 귀하가 청문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 학대자 역시 청문회에 대한 통지를 받아 참석할 것입니다. 학대자는 공판 없이 귀
하가 제기한 최종 보호 명령 조건을 수용하겠다고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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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양측으로부터 진술을 듣지 않고 귀하의 결정이 반영된 최종 보호 명령을 
승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학대자가 보호 명령을 내릴 만한 근거가 
없다고 이의를 제기하려 하므로 청문회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청문회를 열어야 
하는 경우에는 귀하와 학대자 모두 판사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
니다. 학대자가 청문회 개최 날짜를 받은 이후에도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판사는 학대자가 기권했다고 판단하여 귀하에게 최종 보호 명령을 허용할 수 있습
니다. 학대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판사에게 귀하가 제출한 탄원서에 따라 
판단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귀하와 학대자가 모두 청문회에 출석한 경우, 판사는 양측으로부터 증언을 듣고 
최종 보호 명령을 내릴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결정은 청문회 과정
에서 제출되는 증거, 증언의 신빙성에 대한 판사의 판단 및 기타 요인들에 의해 결
정됩니다. 학대를 목격한 증인, 부상당한 사진, 진료 기록 및 경찰 보고서와 같이 
기타 뒷받침할 만 증거 등 사건에 도움이 될 만한 모든 것을 준비하도록 하십시오.  
 
학대가 발생했다는 명백하고 확고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 판사는 최종 보호 명령
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최종 보호 명령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학대자에게 앞으로 더 이상의 학대와 학대에 대한 위협을 중단하도록 명령
합니다. 

• 학대자에게 피해자에게 접촉, 접촉 시도 또는 폭행을 그만 두도록 명령합니
다. 

• 학대자에게 귀하의 주거지에 들어가지 말도록 명령합니다. 
• 학대가 발생한 시점에 학대자와 귀하가 함께 살고 있던 경우에는 학대자로 
하여금 즉시 집을 떠나도록 하고 귀하에게 임시 사용 및 소유 권한을 주는 
명령입니다. 피해자의 이름이 임대차 계약서 또는 집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
거나 또는 피해자가 학대자와 함께 지난 1년 중 최소 90일 이상을 함께 살
았어야 본 구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학대자로 하여금 귀하의 직장, 학교, 또는 임시 거주지, 아동 보호소 또는 기
타 다른 가족 구성원의 거주지에 접근하지 말도록 명령합니다. 

• 미성년 자녀에 대한 임시 친권을 귀하 또는 학대자에게 양도합니다. 
• 귀하 또는 자녀의 안전이 위험에 처하지 않은 경우, 미성년 자녀에 대한 임
시 방문권을 부여합니다. 안전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판사에게 이를 알려야
 합니다. 

• 학대자는 귀하와 학대자 사이의 미성년 자녀를 돕기 위한 "긴급 가족 부양
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수입 가압류 명령"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귀하와 학대자 사이의 자녀를 돌보고 직장에 출근하기 위해 공동 명의의 자
동차를 혼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학대자 또는 귀하는 카운셀링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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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대자는 자신이 소유한 모든 총기류를 반납해야 합니다. 
4조-506(d) 참조. 

 
판사는 최종 보호 명령을 최대 12개월까지 지속시킬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난 
후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최종 보호 명령을 다시 6개월간 연장할 수 있습니
다. 최종 보호 명령을 연장하려면 청문회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4조-
507(a)(2) 참조.  
 
학대자가 보호 명령의 안전 조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경찰에 이를 신고한 후 
형사 소송 제기를 고려하십시오. 학대자는 학대, 연락 또는 폭행을 하거나 귀하의 
집에 침입하는 등 보호 명령을 어떤 방법으로든 위반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해
당 지역 경찰서에서는 학대자가 보호 명령을 위반했다는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에는 영장 없이 학대자를 체포해야 합니다. 4조-509(b) 참조.  
 
학대자가 보호 명령의 "긴급 가족 부양비" 또는 카운셀링 관련 조항을 위반한 경우
에는 보호 명령을 받은 법원에 "법원 명령 불이행에 대한 민사 탄원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사건에 대해 법원 명령 불이행에 대한 민사 탄원서와 
형사 소송을 동시에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폭행 또는 학대를 동반하여 
보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사는 학대
자가 보호 명령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대자에게 벌금 및/또는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보호 명령을 변경하려면 "수정 명령 신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보호 명령의 조항을
 다양한 방법으로 변경해달라는 청원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호 명령의 
유효 기간을 최장 6개월까지 연장해달라는 청원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 명령 신
청은 피고인의 입장에서 취해져야 하며 법원은 명령을 수정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지 결정하는 청문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법원이 열리지 않은 경우에는 잠정적 보호 명령 

법원이 열리지 않은 경우에도 보호 청원 양식을 작성하여 지방 법원 대리 판사로
부터 임시 보호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사가 아닌 대리 판사 앞에 출석하여 보
호 청원 내용을 검토하게 됩니다. 대리 판사는 법원이 다시 열 때까지 유효한 잠정
적 보호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지방 법원 판사는 임시 보호 명령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임시 보호 명령 청문회는 법원이 재개된 이후 2틀 이내에 개최되야 
합니다. 잠정적 보호 명령은 법 집행 기관 종사자가 이를 학대자에게 제공하는 순
간부터 효력이 발효됩니다. 잠정적 보호 명령서에는 임시 보호 명령 청문회가 열
리는 시간과 장소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잠정적 보
호 명령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귀하와 학대자 모두 임시 보호 명령 청문회에 출석
하여 서로 동의한 경우에는 임시 보호 청문회는 보류하고 최종 보호 명령 청문회
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시 보호를 보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판사가 임
시 보호 명령을 내리고 최종 보호 명령 청문회의 날짜와 시간을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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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리 판사 사무실의 위치를 아시려면 법원 웹사이트인 www.courts.state.md.
us에서 법원(Courts)을 누른 후, 지방 법원(District Courts)을 누르고 대리 판사(Co
mmissioners)를 누르십시오. 
 
평화 명령 소송 절차 

가정 폭력의 피해자 중에는 보호 명령을 받는 데 필요한 가족 관계가 성립되지 않
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데이트 상대, 이웃, 또는 학대자의 옛 친구가 피해
자인 경우에는 Maryland Code의 Courts 및 Judical Proceedings Article, Section 3
, Subtitle 15에 의거한 "평화 명령"에 따라 학대로부터 응급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
다.  
 
평화 명령을 받기 위해 탄원자는 평화 명령 탄원을 제기하기 30일 전까지 학대자
가 9개의 구체적인 행동 중 하나 이상을 행했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입증해야 합니
다. 또한 탄원자는 해당되는 구체적인 행동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구체적인 행동에는 심각한 신체적 위해를 초래하거나 탄
원자를 절박하고 심각한 신체적 위해, 폭행, 강간 또는 성 추행, 불법 감급, 희롱, 
스토킹, 불법 침입 및 사유 재산의 고의적 파손을 초래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빠뜨
리거는 행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평화 명령을 받는 과정은 보호 명령을 받는 과정과 비슷하며 잠정적 보호 명령, 임
시 보호 명령 및 최종 보호 명령의 단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평화 명령을 받으려
는 피해자는 지방 법원(법원이 닫힌 경우에는 법원 대리 판사)에 신청한 후 선서를
 한 후 탄원서를 제기해야 합니다. 평화 명령은 최대 6개월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
다. 평화 명령을 통해서는 단 하나의 보호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평화 명령은 
학대자에게 학대와 관련된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탄원자, 거주지, 학교 및 직장에 
접근하지 말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평화 명령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보시려면 본 
책자의 뒤에 나와 있는 단체 중 한 곳에 연락하십시오. 
 
 주소 공개 금지 
대다수의 법원 기록은 현재 공공 정보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는 소송 당사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 주소를 제공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무
도 알 수 없는 장소로 피신한 뒤 주소를 공개 금지로 하고 싶은 경우에는 보호 청원
 양식을 작성할 때 이 사실을 법원 서기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 사실을 통지받은 서
기는 귀하가 주소 공개 금지를 원한다는 사실을 법원에 알리게 됩니다. 
 
"충분한 신뢰와 신용" 및 총기류* 
 
보호 명령을 주 외부에서 받기 

보호 명령을 받은 후 여행을 가거나 메릴랜드 주 외부로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어
떻게 하시겠습니까?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법(Violence Against Women Act)"의 
충분한 신뢰와 신용 조항에서는 정당한 보호 명령은 미국 전체에서 집행을 해야한

http://www.courts.state.md.us/
http://www.courts.state.md.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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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정당한 보호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이 명령을 받은 지역 
사회 뿐만 아니라 다른 관할권 또는 미국 전 지역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
입니다. 여기에는 50개 주, 인디안 보호 구역, 콜럼비아 특별구, 미국령 버지니아 
섬, 푸에르토리코, 미국령 사모아, 북마리아나 제도 및 괌에서 발급한 보호 명령서
가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메릴랜드 주를 떠나는 겨웅에도 보호 명령은 유효합니
다. 또한 다른 주에서 메릴랜드로 이사오는 경우에도 귀하가 다른 주를 떠나기 전
에 발급 받은 유효한 보호 명령은 메릴랜드 주에서도 유효합니다. 
 
보호 명령 제기 또는 등록 

연방법에서는 귀하가 지역, 주 또는 부족법에 따라 보호 명령을 제기 또는 등록하
지 않은 경우에도 관할지(보호 명령을 발급한 이외의 관할지)에서 귀하의 보호 명
령을 집행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의 명령을 등록 또는 제기하도록
 하십시오. 여기에는 일부 위험과 혜택이 있으며, 그 중 일부를 다음에 열거하였습
니다. 보호 명령을 제기 또는 등록 결정을 도와주고 이 과정을 설명해줄 수 있는 가
정 폭력 담당 변호사와 상담하여 어느 것이 귀하에게 안전한 방안인지를 결정하십
시오. 
 
등록에 관한 실질적 조언 
• 명령을 등록 또는 제기하면 법 집행 기관과 법원에서 귀하가 이 명령을 받
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쉬우며 이 명령을 집행할 수 있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 귀하 또는 귀하의 대변인/변호사는 법원 또는 법 집행 기관의 종사자에게 
귀하의 보호 명령서 제기 또는 등록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귀하의 요청이 없
는 한 각 관할지에서 학대자에게 통지를 보내지 않도록 하는 연방법을 실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 명령 등록 또는 제기는 특정 상황, 즉 보호 명령이 "공개" 기록으로 분류된 
곳에서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학대자는 특히 법원 기록과 같은 공개 기
록에 쉽게 접근하여 귀하의 위치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 학대자가 귀하를 주 또는 부족지의 경계를 넘어 스토킹하는 경우 등 일부의
 경우에서는 보호 명령 제기 또는 등록이 불가능하거나 비합리적입니다. 

 
 
다른 관할지에서 명령 집행 

법 집행 기관 종사자, 법원 및 검사는 해당 지역 사회에서 발급한 명령과 같은 방법
으로 귀하의 보호 명령을 집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찰은 지역에
서 내린 명령을 위반한 사람을 체포하듯이 다른 지역의 명령도 똑같이 집행해야 
합니다. 또한 폭행이 발생한 곳의 법에 따라 검사는 범죄를 고발하고, 판사는 사건
에 대해 들어야 합니다. 
 
기타 연방법이 적용되는 경우 

연방법에서는 보호 명령의 대상이 되는 학대자가 총기류 및 탄약 등을 소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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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학대자의 총기류 및 탄약 소지가 영구히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보호 명령의 효력이 지속되는 기간 동안만 금지됩니다. 또한 보호 명령의 
대상이 되는 학대자가 법 집행 기관 및 군대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학대자가 
근무중일 때 지급되는 무기를 착용할 수 있도록 "공적 용도"를 예외 조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에서 학대자가 총기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사실
을 해당 지역의 법 집행 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심각한 부상을 초래한 폭행 범죄를 저지른 학대자가 자신과 관계가 있는 파트너를
 부상, 괴롭힘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주 경계를 넘거나 인디언 거주 지역을 떠나거
나 들어가기 위해 여행을 하거나 여행을 한 것은 연방 범죄입니다. 학대자는 여행
을 하는 시기에 이미 가정 폭력을 저지를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파
트너의 정의는 광범위하며 기본적으로 학대자가 깊은 관계(이전 배우자에 대한 현
재 관계 포함)로 동거를 하거나 또는 학대자와의 사이에 자녀가 있는 경우를 포함
합니다. 
 
학대자가 깊은 관계의 파트너에게 강제, 위협, 협박 또는 사기 등의 방법을 사용하
여 주 경계를 넘게 하거나 인디언 거주 지역을 떠나거나 들어가도록 하는 과정 또
는 그 결과 파트너에게 의도적으로 신체적 부상을 초래한 경우 역시 연방 범죄입
니다. 
 
*National Center of Full Faith and Credit에서 제공한 정보이며 Pennsylvania 
Coalition Against Domestic Violence의 사업입니다. 
 
제 3부 – 관련된 법적 문제 및 구제 절차 
 
강제 침입 및 감금자에 대한 탄원 
 
가정 폭력의 피해자인 귀하는 학대자를 가정에서 몰아내기 위해 강제 침입 및 감
금자에 대한 탄원을 제기하여 학대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은 학대자가 귀하의 거주지에 거주 할 법적인 권리가 없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폭력의 피해자가 거주지를 단독으로 임대 또는 소유
하였거나 학대자 이외의 다른 사람이 임대 또는 소유한 경우에 이 탄원을 낼 수 있
습니다. 학대자가 월세 또는 주택 담보 대출금을 지불하는 데 기여한 경우에는 해
당되지 않습니다. 이런 형태의 구제는 일반적으로 미혼인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입
니다. 하지만 기혼인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본 탄원을 낼 수 있습니다. 1)
 피해자가 이전에 함께 산 적이 없는 새로운 집으로 단독 이사한 경우, 2) 학대자가
 새 집에 거주하도록 허용하지 않은 경우, 3) 학대자가 새로운 집에 대해 한 번도 
월세나 담보 대출금을 지불하는 데 기여한 적이 없는 경우입니다. 
 
본 구제 방법을 사용하려면 지방 법원 또는 순회 재판소에 탄원을 제기한 후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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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일정을 잡으십시오. 청문회를 진행하는 동안 이매 계약서, 매매 계약서 또는 월
세를 지불한 수표 또는 영수증을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판사가 본 명령을 발부
하면 학대자는 판결이 확정된 후 10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학
대자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관할 경찰관 또는 보안관에게 연락하
여 주거지에서 학대자의 소유물을 옮기는 데 도움을 받으십시오. 
 
강제 침입 및 감금자 청문회는 긴급 상황으로 분류하여 일정을 잡지 않을 수도 있
습니다. 이 청문회에 대한 법원의 정책과 시간표에 관해서는 법원 서기에게 확인
을 해보셔야 합니다. 
 
친권 
 
가정 폭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녀들이 그 한 복판에 몰려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
에 미성년 자녀에 대한 법적 친권을 획득하는 일은 자녀와 피해자 본인을 보호하
는 데 있어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법원에서 한 쪽 부모에게 임시 또는 영구 친권을
 부여하는 명령이 있기 전까지는 결혼의 유무에 상관 없이 양쪽 모두 자녀에 대해 
동등한 권리를 갖게 됩니다. 즉, 양쪽 부모 모두 자녀를 신체적으로 자신의 보호 하
에 둘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경찰이 임의로 자녀를 한 부모에게서 다른 부모로 옮
길 수 없다는 뜻입니다. 폭행 피해자는 자녀에 대해 잠정적, 임시 또는 최종 보호 
명령에 준하는 임시 친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은 폭행 피해자에게 자녀에 
대한 기본 권리를 부여하며 이 친권 협정은 법원에서 새 명령을 내리거나 기존 명
령이 효력을 다 할 때까지만 유효합니다. 법원 명령에 따른 친권이 없는 부모는 법
적 친권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기 전에 법적 도움을 찾아보십시오. 
 
법원에서는 자녀의 친권 가질 부모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자녀의 최대 이익"을 기
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판사가 고려하는 다은 요인으로는 부모의 적합성, 양측 부
모의 성격 및 평판, 생물학적 부모의 여부 및 양측 부모 사이의 어떤 합의, 그리고 
생물학적 가족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 등이 있습니다. 
 
친권 또는 방문권의 경우, 법원은 Family Law Article(가족 법 조항)의 9-
101.1에 의거하여 자녀의 최대 이익 및 행복, 폭행 피해자의 자녀에 대한 다른 당
사자의 학대 증거,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당사자와 다른 배우자 사이의 자녀를 포
함하여 당사자의 가족 내에 거주하는 아동의 유무 등을 결정 요인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이혼 
 
학대자와 결혼한 관계인 경우에는 이혼 수속을 밟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혼– 제한적(법적 별거) 또는 완전적(최종 이혼) 이혼 –
은 폭행 피해자인 귀하를 배우자로부터 떼어 놓아 가정 폭력을 감소시킬 수 있습
니다. 이혼 절차를 시작하면 자녀에 대한 친권을 얻은 경우 가족의 주거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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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및 소유권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조사 연구에 의하면 폭행 피해
자가 학대자와 별거하거나 이혼하려고 하는 기간 동안 폭행이 계속되고 심지어는 
급격히 증가하기도 합니다. 즉, 이혼이 폭력적 관계에 종지부를 찍는 데는 도움이 
될 지 몰라도 신체적인 학대를 끝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는 그 효력이 덜하
다는 의미입니다. 
 
메릴랜드 법에 의하면 폭력적인 관계에 놓인 개인은 잔인한 대우 또는 "지속적인 
폭력적 행동"을 근거로 하여 완전 이혼 판결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조정
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가 없어야 합니다. 이런 근거가 있으면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 전 대기 기간을 갖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혼 소송 절차 과정
에서 잠정적, 임시 및 최종 보호 명령은 가정 폭력의 증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
다. 귀하가 폭력적인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학대 배우자의 부정 또는 구조적 버림
과 같은 다른 근거를 통해 이혼을 확실히 할 수도 있습니다. 
 
제 4부 – 최종 결론 
 
관계에 있어서 가정 폭력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가장 뼈아픈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을 읽고 있다는 것은 귀하가 세상에 학대를 받아 마땅한 사람은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제 귀하의 삶을 던 나은 방향으로 바꾸기 위한 준비가 되
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귀하는 피해를 받은 당사자로써 권리가 있으며 귀하가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
록 도와주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 책자 뒤에 나
와 있는 기관 중 한 곳에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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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부 - 연락처 
 
가정 폭력 프로그램 
 
Allegany County 
 
Family Crisis Resource Center 
146 Bedford Street 
Cumberland, MD 21502 
(301) 759-9246 – 담당 전화 
(301) 759 9244 – 긴급 직통 전화 
쉼터와 상담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법률 상담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Anne Arundel County 
 
YWCA 가정 폭력 프로그램 
1517 Ritchie Highway, Suite 101 
Arnold, MD  21012 
(410) 757-8300 – 직통 전화 
(410) 974-0084 – 볼티모어 전화 
(410) 222-6800 – 가정 폭력 긴급 직통 전화 
(410) 626-7800-Anne Arundel County DV 및 카운셀링 
카운셀링, 법률 상담, 쉼터 및 학대자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프로그램에서는 현
재 약물 남용 또는 심각한 신체 또는 정신 건강상 치료가 필요한 학대 피해자는 받
지 않습니다. 
 
Baltimore City  
 
House of Ruth 
2201 Argonne Drive 
Baltimore, MD  21218 
(410) 889-0840 – 담당 전화 
(410) 889-RUTH (410-889-7884) – 24시간 긴급 직통 전화 
(410) 554-8463 법률 상담소 
www.hruth.org
법률 상담, 카운셀링, 주장, 긴급 쉼터, 자녀에 대한 치료 프로그램 및 학대자 프로
그램 등을 제공합니다. 
 
CHANA 
자매 기관: Jewish Community Federation of Baltimore 
101 W. Mt. Royal Avenue 
Baltimore, MD 21201 

http://www.hruth.org/


 17

(410) 234-0030 – 담당 전화 
(410) 234-0023 또는 (1-800) 991-0023 – 긴급 직통 전화— 오전 8:30 – 오후 8:30, 
월요일 및 목요일 및 오전 8:30 오후 5:30, 화요일, 수요일 및 수요일 및 금요일 
본 프로그램에서는 유태인 남성에 의해 폭행을 당한 여성 또는 유태인 여성에 대
해 법률 상담, 카운셀링 및 쉼터를 제공합니다. 
 
Protective Order Advocacy and Representation Project (POARP) 
메릴랜드 여성 법률 센터 
Baltimore City Circuit Court  
111  N. Calvert Street, Room 100 
Baltimore, MD 21202 
(410) 783-0377 – 법률 상담 
(410) 783-9989 – 팩스 
www.wlcmd.org
본 사업에서는 순회 재판소에서 피해자에게 유리한 보호 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Multi-Ethnic Domestic Violence Project (MEDOVI) 
메릴랜드 여성 법률 센터 
Baltimore City Circuit Court  
111  N. Calvert Street, Room 100 
Baltimore, MD 21202 
(410) 534-8800 (다국어 음성 메시지) – 법률 상담 및 긴급 직통 전화 
(410) 783-9989  - 팩스 
www.wlcmd.org
본 사업에서는 가정 폭력을 당한 외국 출신 피해자들에게 법적 대리 서비스, 주장 
및 원조를 제공합니다. 
 
House of Ruth Domestic Violence Legal Clinic  
District Court of Maryland 
1400 E. North Avenue 
Baltimore, MD 21213 
(410) 235-6370, (410) 554-8463 – 법률 상담 
(410) 235-6374 – 팩스 
www.hruth.org
제공 서비스: 본 조직에서는 법률 상담, 카운셀링, 주장, 긴급 쉼터, 자녀에 대한 치
료 프로그램 및 학대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합니다. 
 
St. Michael’s Outreach- Adelante Familia 
1922 E. Lombard Street 
Baltimore, MD 21231 
(410) 732-2176 
이 확장 프로그램은 긴급/보조 음식 제공, 가정 폭력 방지 프로그램, 교육 및 지원

http://www.wlcmd.org/
http://www.wlcmd.org/
http://www.hruth.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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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공합니다. 가정 폭력 방지 프로그램은 스페인어 사용자 전용 프로그램입니다. 
 
Turnaround, Inc. 
2300 N. Charles Street, 2nd Floor 
Baltimore, MD 21218 
(410) 377-8111 – 담당 전화 
(410) 837-7000 – 볼티모어 전화 
(410) 828-6390 – 긴급 직통 전화 
www.turnaround.org
본 조직에서는 카운셀링, 교육 및 기한이 있는 쉼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Baltimore County  
 
ACTS, Inc. (볼티모어 및 주변 지역에 제공) 
40 East Burke Avenue 
Towson, MD 21204 
(410) 825-8773 긴급 직통 전화 
본 조직에서는 과도기 주거 제공 프로그램 및 카운셀링을 제공합니다. 
 
CHANA 
자매 기관: Jewish Community Federation of Baltimore 
101 W. Mt. Royal Avenue 
Baltimore, MD 21201 
(410) 234-0030 – 담당 전화 
(410) 234-0023 또는 (1-800) 991-0023 – 긴급 직통 전화— 오전 8:30 – 오후 8:30, 
월요일 및 목요일 및 오전 8:30 오후 5:30, 화요일, 수요일 및 수요일 및 금요일 
본 프로그램에서는 유태인 남성에 의해 폭행을 당한 여성 또는 유태인 여성에 대
해 법률 상담, 카운셀링 및 쉼터를 제공합니다. 
 
Family Crisis Center of Baltimore County 
P.O. Box 3909 
Baltimore, MD 21222 
(410) 285-4357 – 담당 전화 
(410) 285-7496 – 쉼터 
(410) 828-6390 – 긴급 직통 전화 
본 센터에서는 쉼터, 카운셀링, 법률 상담 및 지역 사회 교육 등을 제공합니다. 
 
Family and Children's Services 
가정 폭력 프로그램 
3104 Lord Baltimore Drive, Suite 206 
Baltimore, MD  21244 
(410) 828-6390 긴급 직통 전화 - Baltimore and Carroll Co. 
(410) 281-1334 Woodlawn 사무실 

http://www.turnaroun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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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876-1233 Westminster 사무실 
www.fcsmd.org
본 프로그램에서는 쉼터, 변호인 추천, 법정 주장, 카운셀링 및 학대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Protection Order Advocacy and Representation Project (POARP) 
메릴랜드 여성 법률 센터 
Baltimore County Circuit Court  
401 Bosley Avenue, Room 101 
Baltimore, MD  21204 
(410) 887-3162 – 법률 상담 
(410) 823-4362 – 팩스 
www.wlcmd.org
본 사업에서는 순회 재판소에서 피해자에게 유리한 보호 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Turnaround, Inc. 
401 Washington Avenue, Suite 300 
Towson, MD 21204 
(410) 377-8111 – 담당 전화 
(410) 837-7000 – 볼티모어 전화 
(410) 828-6390 – 긴급 직통 전화 
www.turnaround.org
본 조직에서는 카운셀링, 치료, 학대자 프로그램 및 쉼터를 제공합니다. 
 
Calvert County 
 
Crisis Intervention Center 
Calvert County Health Department 
P.O. Box 980 
Prince Frederick, MD  20678 
(410) 535-5400 – 메인 주 보건국 또는 (301) 855-1353 
(410) 269-1051 – 볼티모어 전화 
(410) 535-1121 – 긴급 직통 전화 
(301) 855-1075 – 메트로 긴급 직통 전화 
(410) 257-2216 – 10대 긴급 직통 전화 
법률 상담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Caroline, Dorchester, Kent, Queen Anne's and Talbot Counties 
 
For All Seasons, Inc. 
300 Talbot Street 
Easton, MD  21601 

http://www.fcsmd.org/
http://www.wlcmd.org/
http://www.turnaroun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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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822-1018 또는 (1-800) 310-7273 – 담당 전화 
(410) 820-5600 – 긴급 직통 전화–
 긴급 직통 전화는 *기본적으로 성폭행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화 
http://forallseasonsinc.org/
본 조직에서는 카운셀링, 가족 방문 센터 및 범죄 피해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Mid-Shore Council on Family Violence, Inc. 
P.O. Box 5 
Denton, MD  21629 
(410) 479-1149 – 담당 서비스 및 법률 상담 
(1-800) 927-4673 긴급 직통 전화 
www.mscfv.org
본 협의회에서는 카운셀링, 쉼터 및 위기 개입을 제공합니다. 
 
Carroll County 
 
Protection Order Advocacy and Representation Project (POARP) 
메릴랜드 여성 법률 센터 
55 N. Court Street, Suite 208 
Westminster, MD 21157 
(410) 386-2440 – 법률 상담 
(410) 751-5339  - 팩스 
www.wlcmd.org
본 사업에서는 지역 및 순회 재판소에서 피해자에게 유리한 보호 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Family and Children's Services of Central Maryland 
가정 폭력 프로그램 
22 N. Court Street 
Westminster, MD 21157 
(410) 876-1233 - Westminster 사무실 
(410) 828-6390 - 긴급 직통 전화 - Baltimore and Carroll Co. 
(410) 281-1334 - Woodlawn 사무실 
(410) 876-4791 – 팩스 
www.fcsmd.org  
본 프로그램에서는 쉼터, 변호인 추천, 법정 주장, 카운셀링 및 학대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Cecil County 
 
Domestic Violence/Rape Crisis Center 
P.O. Box 2137 

http://forallseasonsinc.org/
http://www.mscfv.org/
http://www.wlcmd.org/
http://www.fcsm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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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kton, Maryland  21922 
(410) 996-0333 – 긴급 직통 전화/담당 전화 
(410) 996-0820 – 팩스 
본 센터에서는 카운셀링, 쉼터, 변호 및 학대자 프로그램, 법률 상담만을 제공합니
다. 
 
Charles County 
 
Center for Abused Persons 
2670 Crain Highway, Suite 303 
Waldorf, MD  20601 
(301) 645-8994 – 담당 전화 
(301) 843-1110 – D.C. 전화 
(301) 645-3336 – 24시간 위기 전화 
본 센터에서는 법정 동행, 카운셀링 및 학대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Southern MD Center for Family Advocacy 
(구 St. Mary’s Women’s Center) 
23918 Mervell Dean Road 
Hollywood, MD 20636 
(301) 373-4141 – 법률 상담/담당 전화 
(301) 373-4147 – 팩스 
본 센터에서는 피해자에게 유리한 보호 명령을 받을 수 있는 법률 상담으로만 제
한합니다.  
 
Frederick County 
 
Heartly House 
P.O. Box 857 
Frederick, MD  21705-0857 
(301) 662-8800 – 24시간 긴급 직통 전화 
(301) 662-1565 – 24시간 긴급 직통 전화 TTY(전신 타자기) 
쉼터, 카운셀링, 주장, 학대자 프로그램 및 커뮤니티 교육 등을 제공합니다. 가정 폭
력 피해자에게는 법률 상담이 제공됩니다. 
 
Garrett County 
 
Dove Center - Domestic Violence and Sexual Assault Resource Center 
12978 Garrett Highway, Suite 201 
Oakland, MD  21550 
(301) 334-6255 – 담당 전화 
(301) 245-4525 팩스 
(301) 334-9000 – 긴급 직통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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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arrettdovecenter.org
본 센터에서는 법정 동행, 카운셀링, 쉼터, 주장, 소개 및 학대자 프로그램을 제공
합니다. 
 
Harford County 
 
CHANA 
자매 기관: Jewish Community Federation of Baltimore 
101 W. Mt. Royal Avenue 
Baltimore, MD 21201 
(410) 234-0030 – 담당 전화 
(410) 234-0023 또는 (1-800) 991-0023 – 긴급 직통 전화— 오전 8:30 – 오후 8:30, 
월요일 및 목요일 및 오전 8:30 오후 5:30, 화요일, 수요일 및 수요일 및 금요일 
본 프로그램에서는 유태인 남성에 의해 폭행을 당한 여성 또는 유태인 여성에 대
해 법률 상담, 카운셀링 및 쉼터를 제공합니다. 
 
Sexual Assault/Spouse Abuse Resource Center (SARC) 
18 S. Main Street 
Bel Air, MD  21014 
(410) 836-8431 – 담당 전화 
(410) 879-3486 – 볼티모어 전화 
(410) 838-9484 – 팩스 
(410) 879-8430 – 긴급 직통 전화 
www.sarc-maryland.org
본 센터에서는 가정법 법률 상담, 카운셀링, 긴급 쉼터, 지역 사회 감시 활동, 법정 
동행 및 학대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Howard County 
 
Domestic Violence Center of Howard County 
5457 Twin Knolls Road, Suite 310 
Columbia, MD 21045 
(410) 997-0304 – 담당 전화 및 TTY(전신 타자기) 
(410) 997-2272 or (1-800) 752-0191 – 도움 전화 
www.dvcenter.org
본 센터에서는 쉼터 서비스 및 과도기 주거 제공 서비스, 카운셀링 및 주장, 지역 
사회 감시 활동, 법적 대리 서비스, 가정 폭력 피해자를 위한 변호를 제공합니다. 
 
Montgomery County 
 
Abused Persons Program 
1301 Piccard Drive 
Suite 1400, 1st Floor 

http://www.garrettdovecenter.org/
http://www.sarc-maryland.org/
http://www.dv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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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ckville, MD  20850 
(240) 777-4210 – 담당 전화 
(240) 777-4195 – 수신 전용 전화 
(240) 777-4873 – 긴급 직통 전화 및 방문 센터 
본 프로그램은 카운셀링, 합법적 대변 및 쉼터를 제공합니다. 
 
House of Ruth Domestic Violence Assistance 
Montgomery County Circuit Court 
50 Maryland Avenue, Room 307 
Rockville, MD 20850 
(240) 777-9077 – 법률 상담 
(240) 777-9085 – 팩스 
www.hruth.org
제공 서비스:  법률 상담, 카운셀링, 주장, 긴급 쉼터, 자녀에 대한 치료 프로그램 
및 학대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합니다. 
 
Prince George's County 
 
Family Crisis Center 
3601 Taylor Street 
Brentwood, MD  20722 
(301) 779-2100 – 담당 전화 
(301) 731-1203 – 긴급 직통 전화 
가정 폭력 카운셀링, 안전 가옥, 안전한 방문 센터 및 만남, 지역 사회 교육 및 법정
 동행을 제공합니다. 법률 상담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House of Ruth Domestic Violence Legal Clinic  
Hyattsville Courthouse 
4990  Rhode Island Avenue, Int. Rm #4 
Hyattsville, MD  20781 
(301) 985-3588 – 법률 상담 
(301) 779-1721  - 팩스 
www.hruth.org
제공 서비스:  법률 상담, 카운셀링, 주장, 긴급 쉼터, 자녀에 대한 치료 프로그램 
및 학대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합니다. 
 
House of Ruth Domestic Violence Legal Clinic  
Prince George’s County Circuit Courthouse 
14735  Main Street 
Upper Marlboro, MD  20772 
(301) 952-4302 – 법률 상담 
(301) 574-3782 – 팩스 
www.hruth.org

http://www.hruth.org/
http://www.hruth.org/
http://www.hruth.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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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서비스:  법률 상담, 카운셀링, 주장, 긴급 쉼터, 자녀에 대한 치료 프로그램 
및 학대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합니다. 
 
St. Mary’s County 
 
Walden/Sierra, Inc. 
26845 Point Lookout Road 
Leonardtown, MD 20650 
(301) 997-1300 – 담당 전화 
(301) 997-1321 – 팩스 
(301) 863-6677 – 예약 데스크 
(301) 863-6661 – 긴급 직통 전화 
본 프로그램에서는 위기 개입, 봉사 서비스, 가정 폭력 응급 지원 및 응급 쉼터 서
비스를 제공합니다. 
 
Southern Maryland Center for Family Advocacy  
(구 St. Mary’s Women’s Center) 
23918 Mervell Dean Road 
Hollywood, MD 20636 
(301) 373-4141 – 법률 상담/담당 전화 
(301) 373-4147 – 팩스 
본 센터에서는 가정법 관련 사건에 한정된 법적 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조회 서
비스도 제공합니다. 
 
Somerset, Wicomico, and Worcester Counties 
 
Life Crisis Center, Inc. 
P.O. Box 387 
Salisbury, Maryland 21803 
(410) 749-0632 – 담당 전화 
(410) 548-9496 – 팩스 
(410) 749-4357 – 긴급 직통 전화 
본 센터에서는 카운셀링, 가정 폭력 피해자 쉼터, 합법적 및 의료적 대변, 가정 방
문 센터, 학대자 프로그램 및 변호사 추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Washington County 
 
Citizens Assisting & Sheltering the Abused (CASA) 
116 W. Baltimore Street 
Hagerstown, MD  21740 
(301) 739-4990 – 담당 전화 
(301) 797-6717 – 팩스 
(301) 739-8975 – 긴급 직통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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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직에서는 가정 폭력 카운셀링, 학대자 프로그램, 생활 수단을 잃은 주부를 위
한 프로그램, 합법적 대변 및 쉼터(제한 있음)를 제공합니다. 
 
가정 폭력에 관한 추가 연락처 
 
Maryland Network Against Domestic Violence(MNADV: 가정 폭력 추방을 위
한 메릴랜드 네트워크) 
6911 Laurel Bowie Road, Suite 309 
Bowie, MD  20715 
(301) 352-4574 – 담당 전화 
(301) 809-0422 – 팩스 
(1-800) MD-HELPS (634-3577) – 조회 전용 전화 
www.mnadv.org
 
Immigration Legal Services(이민 법률 서비스) 
Catholic Charities 
430 S. Broadway 
Baltimore, Maryland  21231-2409 
(410) 534-8015 – 담당 전화 
(410) 675-1451 – 팩스 
www.catholiccharities-md.org  
본 조직에서는 다양한 범위의 이민 관련 문제에 대해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의 법
률 상담, 법적 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Multi-Ethnic Domestic Violence Project(MEDOVI: 다민족 가정 폭력 프로젝트) 
메릴랜드 여성 법률 센터 
111 N. Calvert Street, Room 331 
Baltimore, MD 21201 
(410) 396-3294 – 담당 전화 
(410) 534-8800 – 다국어 긴급 직통 전화 
(410) 783-9989 – 팩스 
www.wlcmd.org
본 사업에서는 가정 폭력을 당한 외국 출신 피해자들에게 법적 대리 서비스, 주장 
및 원조를 제공합니다. 
 
Family Law Hotline(가정법 핫라인) 
메릴랜드 여성 법률 센터의 사업 
(800) 845-8550 – 긴급 직통 전화 
본 사업에서는 소득이 있는 메리랜드 주민을 위해 가정 폭력 등 가정법 문제와 관
련한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긴급 직통 전화는 월요일~금요일까지 오전 9:30~오
후 4:30까지 운영됩니다. 
 

http://www.mnadv.org/
http://www.catholiccharities-md.org/
http://www.wlcm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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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Forms Helpline(법률 서식 핫라인) 
메릴랜드 여성 법률 센터의 사업 
(800) 818-9888 – 도움 전화 
(877) 293-2507 – 스페인어 긴급 직통 전화 
본 사업에서는 변호사 없이 가정법과 관련한 사건을 제기하려는 분들께 전화를 통
해 법률 관련 정보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제공 시간: 화요일 오전 9:00부터 오후 1
2:30, 수요일 오전 9:00부터 오후 12:30 및 오후 4:00부터 오후 7:00, 목요일 오전 
9:00부터 오후 4:00, 금요일 오전 9:00부터 오후 12:30. 스페인어를 할 수 있는 변
호사는 월요일 오전 9:00부터 오후 12:30까지 가능합니다. 
 
법률 도서관 
 
이곳에 나와 있는 법률 도서관 이외에도 해당 지역의 순회 재판소 도서관의 공공 
개방 시간을 문의 하십시오. 공공 도서관에도 Annotated Code of Maryland와 그 
외의 도움이 될만한 출판물이 비치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공공 법률 도서관은 Th
e People’s Law Library의 웹사이트인 www.peoples-law.org에 나와 있습니다.  
 
University of Maryland School of Law 
Baltimore, MD 
500 W. Baltimore Street 
Baltimore, MD 
(410) 706-2373 
개관 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00부터 오후 11:00 
토요일 오전 9:00부터 오후 8:00, 일요일 오전 10:00부터 오후 10:00 
 
University of Baltimore School of Law 
1415 Maryland Avenue  
Baltimore, MD 
(410) 837-4554 
개관 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00부터 오전 12:00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00부터 오전 12:00 
 
 
 

http://www.peopl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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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릴랜드 여성 위원회 
 
메릴랜드 여성 위원회는 문제를 확인하고, 논점을 정의하며, 현대 사회에서 여성
의 전면적인 참여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변화할 수 있도록 정책과 해결책을 제안하
는 주립 기관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전화: (410) 767-
7137,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30부터 오후 5:00 시 사이에 연락주시거나 또는 
www.marylandwomen.org를 방문해 주십시오. 

 
메릴랜드 여성 법률 센터 
 
메릴랜드 여성 법률 센터는 법률에 의한 평등을 향상시키기 위한 회원제 비영리 
기관입니다. 메릴랜드 여성 법률 센터는 볼티모어시, 볼티모어 카운티 및 캐롤 카
운티 순회 재판소에서 보호 명령 주장 및 대리 사업, 법률 양식 도움 전화, 가정법 
긴급 직통 전화 및 볼티모어 카운티의 아동 보호 사업 예산 절약과 같은 가정법 관
련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메릴랜드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해 다양한 획기적인 사
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전화 410-321-
8761,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00부터 오후 5:00 시 사이에 연락주시거나 또는
www.wlcmd.org를 방문해 주십시오. 

 
 

http://www.marylandwomen.org/
http://www.wlcm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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