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SERVICE]이
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나 사업체에 대한 소송을 시
작할 때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마
찬가지로, 귀하가 소송에 관련되어 있고
법원에 문서를 제출하면, 그 문서의 사본
을 상대방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귀하가 법적 소송을 시작했고 법원에 문
서를 제출했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절차를 “송달[service]”이라고 합니다.
송달[service]은 매우 중요합니다. 정확
하게 처리되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누가 송달[SERVICE]
할 수 있나요?

송달[SERVICE]은 어
떻게 할 수 있나요?

송달인
또는 “영장 송달인[process
는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세 이상이면 귀하가 아닌 누구나 문서를 송
달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문서를 송달[service]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소송의 유형 또는
단계에 모든 방법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 문의하여 귀하의 소송 유형에 허용되는
방법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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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친척 또는 직장 동료
소송에 아무 이해 관계 또는 관련이 없는 사람.
전문 영장 송달인[process server]
귀하가 직접 고용하고 지불해야합니다.

카운티 보안관 또
는 마샬
소송의 수수료를 면
제받지 않는 한 일반
적으로 수수료를 내
야 합니다.

선호되는 송달[service] 방법은
사람이 직접 송달하는 것입니
다. 이것은 송달인[server]이 상
대방에게 직접 문서를 전달한다
는 뜻입니다.
때로는, 소송이 이미 시작된 경
우, 우편으로 문서를 송달
[service]할 수 있습니다. 우편
으로 송달[service]하는 경우,
송달인[server]이 문서를 상대
방에게 우편으로 보냅니다.
일부 소송 유형에는 다른 송달[service] 옵션
또는 규칙이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http://www.courts.ca.gov/selfhelpserving.htm 또는 셀프 헬프 센터를 참조하
십시오.

송달[SERVICE] 후
에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송달인[server]은 송달[service] 증
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송달[service] 증명서는 누가 송달
[service]을 받았으며, 언제, 어디서,
어떻게 송달[service] 했는지를 법원
에 알립니다. 그 다음 송달인
[server]은 송달[service] 증명서를
귀하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귀하는
송달[service] 증명서 원본과 사본을
법원 서기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상대방에게 “송달[serve]”해야 한다고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송달이란 무엇이며 어
떻게 하는 것입니까?

사건에 따라, 이런 단계의 마감일이 다를 수 있습니
다. 법원에 확인하여 마감일을 확인하십시오.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소송이 지연되거
나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캘리포니아주 사법위원회에서 제공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