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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로부터의 보호(PFA) 명령은 물리적, 

성적, 또는 심리적 학대 사례가 있고 

피해자 및 피고가 다음과 같은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적합합니다:

PFA는 관련 당사자들의 나이와 관계없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만 
18세일 경우 성인**이 해당 미성년자를 
대신해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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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으로부터의 보호(PFI) 명령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가족, 가족원,  

또는 애인(성적) 관계가 아니거나 

그러한 관계를 맺은 적이 없고 피해자가 

만 18세 미만이고 가해자가 만 18세 

이상인 경우 희롱* 및 스토킹*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 적합합니다. 두 사람 

모두 미성년자이거나 두 사람 모두

성인이거나 미성년자가 성인을 

희롱하거나 스토킹하는 경우에는  

PFI가 인정될 수 없습니다.

성폭력 보호 명령(SVPO)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가족, 가구원, 또는 애인(성적) 
관계가 아니거나 그러한 관계를 맺은 적이 

없는 상황에서 성폭행*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 적합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 및 

피고가 다음과 같은 관계를 맺고 있을 때 

SVPO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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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Title 18에 의거

** 성인이 미성년자를 대신하고자 할 때, 해당 
성인은 부모이거나 법적 보호자, 또는 성인 
가구원이어야 합니다.

현재 또는 과거 배우자 

배우자의 관계로 살고 있거나 산 적이 

있는 사람들

현재 또는 과거의 애인 또는 성적 파트너

혈연으로 맺어진(혈족 관계) 가족 및/

또는 가구원

결혼 또는 친분으로 맺어진 가족 및/또는 

가구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시민 
보호 
명령

펜실베니아 주

선택권

펜실베니아 주에는 가해자로부터의 
추가적인 피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세 종류의 시민 
보호 명령이 있습니다.

시민 보호 명령은 해당 사건이 경찰에 

보고되었는지의 여부와 관계 없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시민 보호 명령 제기를 

고려중이신 경우, 귀하의 선택권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도록 지역 성폭력 또는 가정 

폭력 보호 프로그램, 법률 서비스,  

및/또는 변호사 측에 연락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인쇄물은 전문 법률 조언의 대안책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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