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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 위험 보호 명령 (ERPO)  

 

긴급 상황을 신고하려면 911에 전화해 주십시오. 

극한 위험 보호 명령(ERPO)는 정신 건강의 위기를 겪고 있는 사람이 총기류를 구입하거나 소지할 수 

없도록 가족, 가구 세대원 및 법 집행관이 법원에 청원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각각의 ERPO 청원은 법원의 

심리를 통해 피청원자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해치는 폭력적 행동이나 위협을 보였는지 여부를 판단 

받습니다. 

 

극한 위험 보호 명령는 주 전역에서 발효되며 시애틀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극한 위험 보호 명령의 기능은 무엇인가요? 
극한 위험 보호 명령는 개인에게 총기를 포기하도록 지시합니다. 총기류를 구입하거나 관리하는 것은 

위법이 됩니다. 개인의 비공개 권총 면허 취득을 금지하고, 이미 면허를 소지한 경우 면허 포기를 

명령합니다. 

  

누구를 상대로 명령이 제기되나요? 
총기를 소지함으로써 가까운 장래에 자신이나 타인에게 신체적 상해를 일으킬 상당한 위험을 제기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러한 위험을 나타내는 요소에는 폭력적 행동, 자해 위협, 위험성을 보이는 정신건강의 

위기 및 약물 또는 알코올 남용이 있습니다. 위험인으로 여겨지는 사람을 피신청인라고 합니다. 

  

누가 명령을 요청할 수 있나요? 
가족, 가구 세대원, 법 집행관, 대행 기관에서 법원에 청원서를 제기하여 명령서를 발급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명령을 요청하는 해당인은 "신청인"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다음은 가족 또는 가구 세대원에 

속합니다. 

  

• 혈연, 혼인 또는 입양으로 피신청인과 관계가 맺어진 사람 

• 피신청인의 데이트 파트너 

• 언제든지 피신청인과 혼인 또는 동거 여부와 상관없이 피신청인과 함께 자녀를 가진 사람 

• 피신청인과 함께 거주하거나 지난 해 함께 거주해 온 사람 

• 피신청인의 동거 파트너 

• 양부모와 의붓자녀 및 조부모와 손주 등 피신청인과 생물학적 또는 법적 친자관계를 가진 사람 

• 피신청인의 법적 후견인 역할을 하고 있거나 했던 사람 
  

필연적 관계가 없거나 법원 명령 신청이 편하지 않은 경우, 경찰에 상황을 알리면 그 과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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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PO를 어떻게 요청할 수 있나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 시간 동안 해당 법 집행 기관 의뢰 등 변호인과 담당 직원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ERPO@kingcounty.gov로 이메일을 보내 주십시오. (모국어로 이메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ERPO를 요청하고 싶은 경우, 변호인은 안전 계획을 마련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커뮤니티 기반 비영리 단체에 

문의해 주십시오.  

• API Chaya: (877) 922-4292 (아시아인/태평양 섬주민 언어) 

• Asian Counseling and Referral Service: (206) 695-7600 (아시아인/태평양 섬주민 언어) 

• Consejo: (206) 461-4880 (스페인어) 

• Refuge Women’s Alliance (ReWA): (206) 721-0243 (아시아인/태평양 섬주민 언어) 

여기에서 ERPO 양식을 다운로드해서 기재해 주십시오(영어로만 가능).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ERPO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Protectionorder.org ERPO FAQ(영어로만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해당 사이트는 워싱턴주에서 극한 위험 보호 명령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신청인, 피신청인 및 

일반대중을 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ERPO 자료 
Washingtonlawhelp.org - 저소득층 및 고령자를 위한 무료 법률 서비스 안내  

 

mailto:ERPO@kingcounty.gov
https://www.apichaya.org/
https://acrs.org/
http://consejonew.consejocounseling.org/
https://www.rewa.org/
http://www.courts.wa.gov/forms/?fa=forms.contribute&formID=106
http://www.protectionorder.org/erpo/faq-extreme-risk-protection-orders.html
https://www.washingtonlawhelp.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