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200-INFO K “직접 송달 증명서”란 무엇일까요?
“송달”이란 무엇일까요?
송달은 귀하의 법적 문서를 다른 당사자에게 제공하는 방법입니다. 송달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직접,
우편 등). 이 양식은 직접 송달(“사람이 직접 전달”)에 대한 것입니다. 민사 괴롭힘 금지 명령 신청서(양식
CH-100), 법원 청문 통지서(양식 CH-109), 임시 금지 명령(양식 CH-110)은 “직접” 송달해야 합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양식의 사본을 금지 대상자에게 직접 “송달”(전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양식들은
우편으로 송달할 수 없습니다.
송달은 다른 사람에게 다음 사항을 알려줍니다:
• 귀하가 신청 중인 명령
• 청문일
• 답변하는 방법

왜 명령을 송달해야 합니까?
• 경찰은 금지 대상자가 명령에 대해 알고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을 체포할 수 없습니다.
• 판사는 금지 대상자가 송달을 받지 않았으면 영구 명령을 승인할 수 없습니다.

누가 송달을 할 수 있을까요?
아는 사람, 절차 송달인 또는 법집행관에게 명령의 사본을 금지 대상자에게
직접 송달(전달)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귀하는 양식을 그 사람에게
우편으로 보낼 수 없습니다.
송달인은 반드시:
•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귀하 또는 이 명령에 의해 보호를 받는 사람이 아니어야 합니다.

우편으로 송달하지 마십시오!

명령이 스토킹, 불법적인 폭력 또는 폭력을 행사하겠다는 명백한 위협이
있었다는 주장에 근거하거나, 귀하가 수수료를 면제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연방 또는 카운티 보안관은 법원 명령을 무료로 송달할 권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등록 절차 송달인”은 법원 양식을 전달하는 사업을 하므로 귀하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옐로우페이지나 인터넷에서 “Process Serving” (절차 송달) 항목을
찾아보십시오.
(법집행기관 또는 절차 송달인이 서로 다른 송달 증명서 양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송달한 양식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송달 방법
송달인에게 다음 사항을 요청하십시오:
•
•
•
•
•

송달 받을 사람에게 걸어서 다가가십시오.
그 사람이 맞는지 확인하십시오. 그 사람의 이름을 물어보십시오.
양식 CH-200, 직접 송달 증명서에 표시된 모든 문서의 사본을 그 사람에게 전달하십시오.
직접 송달 증명서 양식을 작성하고 서명하십시오.
서명된 직접 송달 증명서 양식을 송달 의뢰인에게 제공하십시오.

그 사람이 문서를 받지 않거나 찢어버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그 사람이 문서를 받지 않으면 그 사람 가까이에 남겨두십시오.
• 그 사람이 문서를 찢는 것은 송달인이 상관할 필요 없습니다. 송달은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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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ress:

(1)

State:

City:
Telephone:

Zip:

Fax:

(2)

“직접Address:
송달 증명서”란 무엇일까요?
CH-200-INFO K E-Mail

The facts as stated in Form CH-100 do not sufficiently
violence, or a course of conduct that seriously alarmed,
and caused substantial emotional distress.

Other (specify):
Ascase
set forth
on Attachment
4b.filed
Court fills in
number
when form is
Case Number:

명령은 언제 송달해야 할까요?
2 Person From Whom Protection Is Sought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날짜를 알아보려면 양식 CH-109, 법원 청문 통지서에서 두 항목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Full Name:
먼저, 양식 CH-109의 1페이지에서 청문일을
그 다음에, 양식 CH-109 2페이지의 항목 ➄에 기재된
찾아보십시오.
일수를 찾아보십시오.
The court will complete the rest of this form.
3 Notice of Hearing

5

Service of Documents by The Person in 1

At least
five
daysthe
before
the hearing,
A court hearing is scheduled on the request for restraining
orders against
person
in 2someon
:

protected—must personally give (serve) a court file-stamped copy
to the person in 2 along with a copy of all the forms indicated be

Name and address of court if different from above:
Hearing
Date

Date:

Time:

Dept.:

Room:

a. CH-100, Request for Civil Harassment Restraining Orders (file
CH-110, Temporary Restraining Order (file-stamped) IF G
b.

c. CH-120, Response to Request for Civil Harassment Restraining

d. CH-120-INFO, How Can I Respond to a Request for Civil Hara
e. CH-250, Proof of Service of Response by Mail (blank form)
f.
Other (specify):

달력을 보십시오. 청문일에서 항목 ➄에 기재된 일수를 빼십시오. 이것이 명령을 송달할 마지막 날짜입니다. 이
날짜보다 일찍 송달하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Date:
4 Temporary
Restraining Orders (Any orders granted
are on Form CH-110, served with this notice.)
Judicial Office
항목 ➄에 아무 것도
표시
또는
기재되지
않았으면
늦어도
청문일로부터
5일
전에 문서를
합니다.
a. Temporary Restraining Orders for personal conduct and stay-away
orders송달해야
as requested
in Form CH-100,
Request for Civil Harassment Restraining Orders, are (check only one box below):
To the Person in 1 :
직접 송달 증명서에는
서명해야
할까요?
GRANTED
until the court hearing.
(1)누가 All
명령을 송달한 사람만이 직접 송달 증명서(양식 CH-200)에 서명할 수 있습니다. 송달을 의뢰한 사람이 서명하면
All DENIED until the court hearing. (Specify
for make
denial
b, below.)
(2)
• Thereasons
court cannot
thein
restraining
orders after the court hearing u
안됩니다. 금지 대상자도 서명하면 안됩니다.
(served) a copy of your request and any temporary orders. To show th
(3)
Partly GRANTED and partly DENIED untilwho
theserved
courtthehearing.
(Specify
for denial
in CHforms must
fill out a reasons
proof of service
form. Form
b,
below.)
작성한 직접 송달 증명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 For information about service, read Form CH-200-INFO, What Is “Pr

보안관 이외의 사람이 명령을 송달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 If you are unable to serve the person in 2 in time, you may ask for m

Form CH-115, Request to Continue Court Hearing andCH-109,
to ReissuePage
Tem
• 몇 개의 사본을
Judicial만드십시오.
Council of California, www.courts.ca.gov
Notice of Court Hearing
New January 1, 2012, Mandatory Form
• 원본을 청문일
법원에
제출하십시오.
Code of전에
Civil Procedure,
§ 527.6
(Civil Harassment Prevention)
Approved by DOJ
January 1,수
2012 있는 특별한 컴퓨터 시스템인
• 서기에게 그 문서를 경찰이 주 전체에서 귀하를 보호하는 명령을New찾을
Notice of Court Hear
(Civil Harassment Prevent
캘리포니아 법집행 통신 시스템(CLETS)에 입력해줄 것을 요청하십시오.
• 서기가 법원이 그 문서를 컴퓨터에 입력할 수 없다고 말하면 임시 금지 명령(양식 CH-110)과 직접 송달
증명서(양식 CH-200)의 사본을 지역 경찰서로 가지고 가십시오. 경찰은 그 정보를 주 컴퓨터 시스템에
입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주 전체의 경찰이 귀하의 금지 명령이 송달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 작성된 직접 송달 증명서의 사본을 청문에 가지고 가십시오.
• 귀하의 안전을 위해서 여분의 금지 명령 사본을 항상 가지고 다니십시오.

보안관이 문서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그 보안관이 송달 증명서를 귀하를 대신해서 법원과 CLETS로 보냅니다.

명령을 청문일 전에 송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양식 CH-115, 법원 청문 연기 및 임시 금지 명령 재발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청문일 전에 제출하십시오. 이 양식을
제출하면 법원이 새 청문일을 정하고 명령의 효력이 그때까지 유지됩니다. 서기에게 이 양식을 요청하십시오.
법원이 명령을 재발부하면 양식 CH-116, 새 청문일 및 명령 재발부 통지서의 사본을 원래 명령의 사본에
덧붙이십시오. 서기에게 양식 CH-116을 CLETS에 입력해줄 것을 요청하십시오. 또는 서기가 귀하 또는 귀하의
변호사에게 이 양식의 사본을 경찰에 전달해줄 것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경찰이 귀하의 금지
명령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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