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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정보 보호 명령 통지서

양식을 제출할 때 서기가 아래에 날짜 스탬프를
찍습니다.

비밀 정보
법원이 본 사건의 일부 정보를 비밀로 지정하였습니다. 비밀 유지
명령의 자세한 내용은 양식 CH-165, 미성년자 비밀 유지 신청에 대한
명령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비밀 정보는 금지 명령을 집행하기 위해
법집행기관에만 제공될 수 있습니다.

정보 제공 전용
법원에 제출하지
마십시오
법원 이름과 주소를 기입하십시오:

캘리포니아 주 상급 법원, 소재 카운티:

본 통지서에 첨부된 문서
다음 문서들은 비밀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a.  양식 CH-100, 민사 괴롭힘 금지 명령 신청서
b.  양식 CH-109, 법원 심리 통지서
c.  양식 CH-110, 임시 금지 명령

(양식 제출 시 법원이 사건 번호를 기입합니다.)

사건 번호:

d.  양식 CH-130, 심리 후 민사 괴롭힘 금지 명령

법원에 제출하지 마십시오

e.  양식 CH-160, 미성년자 정보 비밀 유지 신청서

서기에 대한 지침

f.  양식 CH-165, 미성년자 정보 비밀 유지 신청에 대한 명령

제출된 문서의 비밀 정보가
삭제되지 않은 사본을 관계자에게
제공할 때, 반드시 해당 문서
또는 문서 세트의 맨 위에 이
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 항목
2 를 작성하여 첨부되는 양식을
명시하십시오.

g.  양식 CH-175, 비밀 정보 겉표지 (공백으로 둘 것)
h.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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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제출
본 사건 또는 동일 당사자의 다른 민사 사건에 대한 비밀 정보를 포함한 문서를 제출하는 경우, 귀하는 반드시
양식 CH-175를 겉표지로 사용해야 합니다. 법원이 비밀로 지정한 모든 정보는 양식 CH-165, 항목 7 을
참조하십시오.

이 통지서 수령인에 대한 내용:
법원 또는 법이 허용하지 않는 한, 아래 나열된 정보를 악용하거나 법집행기관 이외의 사람에게 공개하는 경우,
귀하는 $1,000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법원의 기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의 허가 없이 공개할 수
있는 제한적 상황은 민사소송법 527.6(v)(3) 섹션을 참고하십시오.

Judicial Council of California, www.courts.ca.gov
Rev. September 1, 2020, Mandatory Form
Code of Civil Procedure, § 527.6(v)

미성년자 정보 보호 명령 통지서

영어 버전만 온라인 입력 가능.
보호 및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양식을 인쇄한 후, 이 양식 지우기 버튼을 누르십시오.

(민사 괴롭힘 예방)
이 양식인쇄

이 양식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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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양식지우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