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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700-INFO K

금지 명령을 갱신하려면 법원에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가정 폭력 예방)

금지 명령을 갱신하려면 법원에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이것은 법원 명령이 아닙니다.

“갱신”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	 이것은 판사가 현재의 금지 명령의 효력을 

지속시키기 위해 현재의 만료일(종료일)을 
연장하는 방법입니다.

•	 판사가 심리 후 금지 명령(양식 DV-130)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새 만료일(종료일)이 
지정됩니다.

갱신은 언제 신청해야 할까요?
현재의 명령이 종료되기 전 3개월 이내에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식 DV-130 참조). 

새 명령은 효력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까요?
이 명령은 5년 또는 영구적으로 효력이 지속됩니다.

판사는 무엇을 알고 싶어 할까요?
판사는 최초 명령을 발부한 이후 학대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금지 명령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는 앞으로 학대를 당할 것에 대한 
합리적인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갱신은 무료입니다.

법원에 가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서기가 지정한 날짜에 법원으로 
가십시오. 법원에 가지 않으면 금지 명령이 
종료됩니다.

어떤 단계를 밟아야 할까요?
•	 아래의 양식을 작성하십시오:

양식 DV-700(금지 명령 갱신 신청서) 
양식 DV-710(금지 명령 갱신 심리 신청서)

•	 현재의 심리 후 금지 명령(양식 DV-130)의 
사본을 DV-700에 첨부하십시오.

•	 모든 양식에 대해 최소한 3부의 사본을 
만드십시오.

•	 양식을 법원 서기에게 제출하십시오.
•	 서기는 양식을 판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습니다. 판사가 귀하와 면담을 하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서기가 
알려줍니다. 판사가 양식 DV-710을 승인하면 
법원은 이 양식을 귀하를 대신해서 법집행기관 
또는 CLETS로 보냅니다. CLETS는 발부된 
명령에 대해 법집행기관에 알려주는 주 전체 
컴퓨터 시스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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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또는 서기는 심리 날짜를 정합니다.

귀하는 반드시 심리에 출석해야 합니다. 양식 
DV-710에 심리가 열리는 시간과 장소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18세 이상 된 사람이 다음 양식의 사본을 금지 
대상자에게 직접 송달해야 합니다.
•	 양식 DV-700(금지 명령 갱신 신청서)
•	 양식 DV-710(금지 명령 갱신 심리 신청서)
•	 귀하의 현재 DV-130(심리 후 금지 명령)
•	 양식 DV-720(금지 명령 갱신 신청서에 대한 

답변)—금지 대상자가 답변할 수 있도록 공란으로 
남겨두십시오.

송달에 대한 정보를 원하면 양식 DV-200-INFO 
(“직접 송달 증명서”란 무엇일까요?)를 읽으십시오. 
18세 이상 된 사람(귀하 또는 이 금지 명령에 의해 
보호를 받는 사람은 제외)은 명령을 송달할 수 
있습니다. 이 양식을 송달하는 사람은 반드시 직접 
송달 증명서(양식 DV-200)를 작성해야 합니다.

Clerk stamps date here when form is filed. 

DRAFT  
Not Approved by the  
Judicial Council  

Fill in court name and street address: 

Superior Court of California, County of  

Fill in case number: 

Case Number:  

Sex:  M  F   Height:  Weight:   Hair Color:   Eye Color:  
Race: Age: Date of Birth: 
Mailing Address (if known):  
City: 
Relationship to protected person:  

State:  

Court will fill in the rest of this form.  

Zip:  

To the person in      :  2  

DV- 710  Notice of Hearing to Renew  
Restraining Order  

Judicial Council of California, www.courts.
ca.gov Rev. January 1, 2012, Mandatory Form 
Family Code, § 6345 et seq.  

This is a Court Order. 
Notice of Hearing to Renew Restraining Order  

(CLETS) (Domestic Violence Prevention)  
DV- 710, Page 1 of 2  

3  

1  

2  

The restraining order (Order of Protection) stays in effect until the hearing date. 
                                                                                           Name and address of court if differ ent from above:  

New  
Hearing 

Date  

Date: 
Dept.:  

Time: 
Rm.:  

Name of Protected Person:  

Your lawyer in this case (if you have one): 
Name: State Bar No.:  
Firm Name:  
Address (If you have a lawyer for this case, give your lawyer’s  
information. If you do not have a lawyer and want to keep your home  
address private, give a different mailing address instead. You do not  
have to give your telephone, fax, or e-mail.): 
Address:  
City:  State:  
Telephone: Fax:   
E-Mail Address:  

Name of Restrained Person:  

Description of restrained person:   

Court Hearing  
The judge has set a court hearing date.  

Zip:  

At the hearing, the judge can renew the current restraining order for another 5 years or permanently. Before the  
hearing, you can file a response on form DV-720. You must continue to obey the current restraining orders until the  
hearing.  At the hearing, you can tell the judge why you agree or disagree with the request to renew the orders.  If  
the restraining orders are renewed, you must obey the orders even if you do not attend the he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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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700-INFO K

금지 명령을 갱신하려면 법원에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가정 폭력 예방)

금지 명령을 갱신하려면 법원에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이것은 법원 명령이 아닙니다.

직접 송달 증명서를 제출하십시오.
•	 직접 송달 증명서(양식 DV-200)는 금지 

대상자가 심리일에 대해 알고 있다는 것을 
판사에게 증명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	 원본 직접 송달 증명서의 사본을 3부 
만드십시오. 

•	 원본과 사본을 늦어도 심리가 열리기 2일 
전에 법원 서기에게 제출하십시오. 서기는 
원본을 보관하고 “제출” 스탬프를 찍은 사본을 
되돌려줍니다.

•	 서기는 직접 송달 증명서를 귀하를 대신해서 
법집행기관 또는 CLETS로 보냅니다. 
CLETS는 발부된 명령에 대해 경찰에 
알려주는 주 전체 컴퓨터 시스템입니다.

법원 심리에 출석하십시오.

판사는 심리에서 명령의 갱신 여부를 
결정합니다. 심리에 출석할 때 직접 송달 증명서
(양식 DV-200) 사본을 가지고 가십시오. 

판사가 심리에서 명령을 갱신하는 경우
•	 가정 폭력 금지 명령 갱신에 대한 명령(양식 

DV-730)을 작성해야 합니다. 일부 
법원에서는 귀하를 대신해서 이 양식을 
작성합니다. 다른 법원에서는 귀하가 직접 
작성할 것을 요구합니다. 법원 서기에게 이 
법원의 양식 작성 과정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십시오. 판사는 양식 DV-730이 
작성된 후에 그 양식에 서명합니다.

•	 서기는 원본을 보관하고 “제출” 스탬프를 찍은 
사본을 최대 3부까지 되돌려줍니다.

•	 법원은 양식 DV-730을 귀하를 대신해서 
법집행기관 또는 CLETS로 보냅니다. 
CLETS는 발부된 명령에 대해 법집행기관에 
알려주는 주 전체 컴퓨터 시스템입니다.

문서를 송달하십시오.

귀하는 양식 DV-730을 직접 또는 우편으로 
송달해야 합니다.

•	 귀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해 양식 DV-730을 
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습니다: 
1. 금지 대상자가 심리에 출석한 경우, 또는 
2. 금지 대상자가 심리에 출석하지 않았으나, 

갱신된 명령이 만료일을 제외하고 양식 
DV-130에 기재된 명령과 동일한 경우.

 송달인에게 양식 DV-250 (우편 송달 증명서)를 
작성하여 귀하에게 보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	 귀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양식 DV-730을 직접 
송달해야 합니다:

 금지 대상자가 심리에 출석하지 않았고 갱신된 
명령이 만료일을 제외하고 양식 DV-130에 
기재된 명령과 다른 경우. 

 송달인에게 양식 DV-200 (직접 송달 증명서)를 
작성하여 귀하에게 보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송달 증명서를 제출하십시오.
•	 작성한 송달 증명서(양식 DV-200 또는 

DV-250)의 사본을 3부 만드십시오.
•	 원본과 사본들을 법원 서기에게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십시오. 서기는 원본을 
보관합니다.

•	 1부는 귀하가 가지고 다니고 다른 1부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십시오(경찰관에게 보여주어야 할 
경우에 대비하여).

•	 법원 또는 보안관(보안관이 명령을 송달한 경우)
은 송달 증명서를 귀하를 대신해서 CLETS로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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