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V-200-INFO K “직접 송달 증명서”란 무엇일까요?
“송달”이란 무엇일까요?
송달은 귀하의 법률 문서를 이 사건의 다른 당사자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송달에는 직접 송달, 우편 송달 및 기타 송달과 같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 양식은 "직접" 송달에 대한 것입니다. 법원 심리
통지서(양식 DV-109), 가정폭력 금지 명령 신청서(양식 DV-100), 임시
금지 명령(양식 DV-110)은 "직접" 송달해야 합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양식의 사본을 금지 당사자에게 직접 "송달(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귀하는 사본을 우편으로 보낼 수 없습니다. 송달은
다른 당사자에게 다음 사항을 알려줍니다:
• 귀하가 신청 중인 명령
• 법원 심리일
• 답변하는 방법

왜 명령을 송달해야 합니까?
• 경찰은 금지 당사자가 그 명령에 대해 알고 있지 않으면, 누구도 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체포할 수 			
없습니다.
• 금지 당사자가 송달을 받지 않았으면, 판사는 영구적인 명령을 발부할 수 없습니다.

누가 송달을 할 수 있을까요?
귀하가 알고 있는 사람, 영장 송달인 또는 법 집행 기관(예를 들면, 보안관)에게
명령의 사본을 금지 당사자에게 직접 송달(제공)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귀하는 그 사람에게 양식을 우편으로 보낼 수 없습니다.
송달인은 반드시:
•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귀하 또는 이 명령에 의해 보호를 받는 사람이 아니어야 합니다.
보안관은 귀하에게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고 명령을 송달할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송달하지 마십시오!

“등록 절차 송달인”은 법원 양식을 전달하는 사업을 하므로 귀하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옐로우페이지나 인터넷에서 “Process Serving” (영장 송달) 항목을
찾아보십시오. (주: 법집행기관 또는 절차 송달인이 서로 다른 송달 증명서 양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송달한 양식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송달인은 법률 문서를 어떻게 "송달"합니까?
송달인에게 다음 사항을 요청하십시오:
• 송달 받을 사람에게 걸어서 다가가십시오.
• 그 사람이 맞는지 확인하십시오. 그 사람의 이름을 물어보십시오.
• 양식 DV-200, 직접 송달 증명서에 표시된 모든 문서의 사본을
그 사람에게 전달하십시오.
• DV-200을 작성하고 서명하십시오.
• 서명된 양식 DV-200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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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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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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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l in court name and street address:
address private, give a different mailing address instead. You do not
Superior Court of California, County
to give your
telephone,
fax, or e-mail.):
송달
증명서”란
무엇일까요?
DV-200-INFO have
K “직접
Address:
Zip:
City:할까요?
State:
명령은 언제 송달해야
Telephone:
Fax: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날짜를 알아보려면 양식 DV-109에서 두 항목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E-Mail Address:
먼저, 1페이지에서 법원 심리일을 찾아보십시오. 그 다음에, 2페이지의 항목 ➄에 기재된 일수를
찾아보십시오.
Clerk
fills in case number when form is filed
2 Name of Person to Be Restrained:
Case Number:
The court will fill out the rest of this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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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of Court Hearing

Service of Documents and Time for Service—for P

At least
five
or
___
days before
hearing,in
someone
2.
A court hearing is scheduled on the request for restraining
orders
against
thethe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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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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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Time:

Dept.:

Room:

a. Form DV-100, Request for Domestic Violence Restraining O

b.

Form DV-110, Temporary Restraining Order (file-stamp
judge

c. Form DV-120, Response to Request for Domestic Violence R

d. Form DV-250, Proof of Service by Mail (blank form)

Temporary Restraining Orders (any orders granted
are
Otherattached
(specify): on Form DV-110)
e.
a. Temporary restraining orders for personal conduct, stay away, and protection of animals, as requested in Fo
달력을 보십시오. 심리일에서 항목 ➄에 기재된 일수를 빼십시오. 이것이 명령을 송달할 마지막 날짜입니다. 이
DV-100, Request for Domestic Violence Restraining Order,
Date:are:
날짜보다 일찍 송달하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4

All granted until the court hearing
(1)
항목 ➄가 공란이면 늦어도
전에
송달해야
합니다.
(2) 심리일로부터5일
All denied until
the 문서를
court hearing
(specify
reasons for denial in (b)):
(3)

Partly granted and partly denied until the court hearing (specify
reasons
for denial
in (b)):
Right
to Cancel
Hearing:
Information

직접 송달 증명서에는 누가 서명해야 할까요?
b. Requested temporary restraining orders for personal• conduct,
away,
and protection
ofjudge
animals
are denie
If item 4stay
(a)(2)
or 4 (a)(3)
is checked, the
has denied
some

명령을 송달한 사람만이 직접 송달 증명서(양식 DV-200)에 서명할 수 있습니다. 송달을 의뢰한 사람이 서명하면
because:
the court hearing. The judge may make the orders you want after th
안됩니다. 금지 대상자도
youreasonable
can cancel your
request
ordersact
so or
there
is no
hearing.
(1)서명하면
The안됩니다.
facts as stated in form DV-100 do not show
proof
of for
a past
acts
ofcourt
abuse.
(Fa
Code, §§ 6320 and 6320.5)

•

If you want to cancel the hearing, use Form DV-112, Waiver of He

Restraining Order. Fill it out and file it with the court as soon as p
법원 심리일 전에 문서를
못하면
(2) 송달하지
The facts
do not어떻게
describe될까요?
in sufficient detail the most recent incidents of abuse, such as what happe
the same or different facts, at a later time.

양식 DV-100, DV-109 및 DV-110은
열리기
송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리가 열리기 전에, 심리
the 심리가
dates, who
did 전에
what 직접
to whom,
or any
injuries
orcancel
history
of abuse.
the hearing,
do not serve the documents listed in item
• If you
연기 신청서(양식 DV-115)
및
심리
연기
신청에
대한
명령(양식
DV-116)을
작성하여
제출하십시오.
이date,
양식들은
Further explanation of reason for denial, or• reason
(3)
If you not
wantlisted
to keepabove:
the hearing
you must have all of the docu
판사에게 새 심리일을 신청하고 그때까지 임시 명령의 효력을 연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서기에게
이 양식들에
대해
5 .
within the time
listed in item
At
the
hearing,
the
judge
will
consider
whether
denial of any reque
문의하거나 www.courts.ca.gov를 방문하십시오.
•

safety of children for whom you are requesting custody or visitatio

귀하는 반드시 DV-115와 DV-116의 사본을 원래 명령의 사본에 첨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경찰이 귀하에 대한
• You must come to the hearing if you want the judge to make restra
명령이 아직도 유효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지 당사자는 새 심리일
통지서를
송달or받게
됩니다.
If you cancel
the hearing
do not
come to 새
the hearing, any restrai
is a Court
Order.
date새
of 심리
the hearing.
심리일을 지정 받는 것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면 양식This
DV-115-INFO
K,
날짜를 신청하는 방법을
DV-109, Page
읽으십시오. Judicial Council of California, www.courts.ca.gov
Notice of Court Hearing
Revised January 1, 2012, Mandatory Form
Family Code, § 242, Approved by DOJ

(Domestic Violence Prevention)

To the Person in

The court cannot make the restraining orders after the court hearing
personally given (served) a copy of your request and any temporar
원본 직접 송달 증명서(양식 DV-200)의 사본을 심리에 가지고 가십시오. has been served, the person who served the forms must fill out a pr
Proof of Personal Service may be used.
보안관이 명령을 송달하는 경우에는 직접 송달 증명서를 귀하를 대신해서 법원과 CLETS(California Law Enforcement
• For information about service, read Form DV-210-INFO, What Is “

작성한 직접 송달 증명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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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ecommunications System, 발부된 명령에 대해 경찰에 알려주는 주 전체 컴퓨터 시스템)로 보냅니다.
•

If you are unable to serve the person in 2 in time, you may ask fo

보안관 이외의 사람이 명령을 송달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Read Form DV-115-INFO, How to Ask for a New Hearing Date.

• 가능한 경우, 직접 송달 증명서(양식 DV-200) 원본을 늦어도 심리일로부터 2일 전에 법원에 제출하십시오. 그렇게 할
수 없으면 직접 송달 증명서 원본을 심리에 출석할 때가지고 가십시오.
This is a Court Ord
Revised January 1, 2012
• 서기는 이 양식을 CLETS로 보냅니다.
Notice of Court Hea
• 귀하의 안전을 위해서 여분의 금지 명령 사본을 항상 가지고 다니십시오.
(Domestic Violence Pre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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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송달 증명서”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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